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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ery 1

ㅊ

https://www.rpshri.com/multimedia_solutions/three_dimension_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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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ery 2

사업분야 주력제품

◦ 가상전시 서비스

◦ 3D홀로그램이용 교육, 전시 서비스

◦ 3D콘텐츠와 웹 3D S/W 공급 서비스

◦ 웹 3D XR 서비스(AR/VR, 홀로그램)

◦ 가상전시관(메타 쇼룸)

◦ 홀로매직(IOT 3D홀로그램)

◦ 3D콘텐츠플랫폼(www.3dbank.xyz)

◦ 웹3D S/W (3D매직뷰, AR)

핵심 가치관

(미션) 일방적 정보제공인 2D서비스, 전시서비스의 모든 한계를 설치가 필요 없는 웹 XR서비스로 해결

(비전) 2026년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서비스로 3D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으로 성장

서비스 이미지 고객 수익모델

① 초/중/고/ 대학교
② 디자인 분야
③ 전시 관련 분야
④ 기업
⑤ 공공기관
⑥ 개인

홀로매직 ① 제품판매

가상전시
① 서비스 이용료
② 전시관 구축료

콘텐츠플랫폼 ① 서비스 이용료

홀로매직 3D콘텐츠플랫폼 가상전시관 웹XR ① 서비스 구축료

http://www.3dbank.xyz/


2. 회사개요

1. 회사개요

2. 사업분야

3. 주요실적

4. 공공기관 인증



5

1. 회사개요

비대면바우처공급기업선정 : 에듀테크부문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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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분야

AR/VR, 3D홀로그램을 지원하는
3D콘텐츠 플랫폼

XR콘텐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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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UTION

특허등록(3건): 3D데이터를 이용한 홀로그램 전시
특허출원(2건): 저용량 고품질 가상전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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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실적

실감 콘텐츠 제작

웹 3D S/W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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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실적 (학교 : 초,중,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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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 인증

21. DMC첨단산업센터 입주

19. CKL 기업지원센터 입주

17. 오픈 스퀘어디 입주

20.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

20, 창업성장기술-성공판정

21. 에듀테크 비대면 바우처

22.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
21.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

22.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21. 에듀테크 실증사업20. 투자유치 지원

21.문화데이터 경진대회-최우수상
17.문화데이터 경지대회-장려상



3. 서비스 소개

1. XR서비스 – XR콘텐츠플랫폼

2. XR서비스 – 홀로매직

3. XR서비스 – 가상전시관

4. XR서비스 – 웹A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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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0여개기관

*약 1만개 3D데이터

국내최다 3D콘텐츠보유

최대공공기관 3D데이타

12가지 3D 데이터 지원

완벽한웹 3D 구현

XR 솔루션제공

1. XR콘텐츠플랫폼

AR/VR 3D홀로그램을 지원하는
XR콘텐츠 플랫폼

Technology서비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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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R콘텐츠플랫폼

생물관

1,900점

과학관

1,500점

박물관

5,000점

전국 90 개국공립
박물관

문화유산

1,000점

국보보물등지정문화재
전국 지역별

전시

한국 시대별
전시

웅진씽크빅 : 스마트올 백과 서비스내 3D서비스 제공 (2021.11)

쿨스쿨 : 3D콘텐츠 – 시대별 전시 (2021.10)

보유 3D콘텐츠

http://www.smartall100.com/
https://3dbank.cool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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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로매직 (IOT 3D홀로그램)

솔루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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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과학(460)

초등 6학년사회(242)

초등 4학년과학(409)

초등 4학년사회(241)

초등 3학년과학(1,573)

초등 3학년사회(291)

초등 5학년과학(451)

초등 5학년사회(792)

2. 홀로매직 (IOT 3D홀로그램)

*내장 콘텐츠 * 교육용 버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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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로매직 (IOT 3D홀로그램)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3s6Ow3ochsY

*솔루션 영상

https://purepng.com/photo/10662/led-television
https://www.youtube.com/watch?v=3s6Ow3oc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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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쇼룸(가상전시 서비스)

3D오브젝트

서비스 특징

k-chemicals.org
k-chemicals.org
k-chemic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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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쇼룸 (가상전시 서비스)

제 9회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1.10.2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nJlRQVNHA8

서비스예 : https://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22

솔루션 영상

https://www.3dbank.xyz/demo_data/exhibition/2021/index.html
https://www.youtube.com/watch?v=EnJlRQVNHA8
https://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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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쇼룸 (가상전시 서비스)

모바일 최적화

핸드폰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핸드폰을 위로 올려 볼 때

핸드폰을 오른쪽으로 돌려 볼 때 핸드폰을 왼쪽으로 돌려 볼 때

정면보기 위로보기

우측보기 좌측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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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쇼룸 (가상전시 서비스)

증강현실 품목
보이기/닫기

전시품목
보이기/닫기

조이스틱 :
이동

k-chemicals.org
k-chemicals.org
k-chemic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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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쇼룸 (가상전시 서비스)

경쟁현황 및 차별성

2D 웹 서비스 3D 앱 서비스 3D 웹 서비스

360VR 카메라로 촬영하여 VR 환경 3D공간과 3D콘텐츠로 가상환경 구성

전시물을 사실적인 입체로 볼 수 없음 3D로 만들어져 사실성과 입체성이 뛰어남

새로운 VR전시를 하려면 재촬영 사용자 2D/3D 콘텐츠를 교체하는 것으로 신규 서비스 가능

1인 중심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위주 서비스 1인 중심 전시 서비스

웹 URL 접속으로 서비스 앱 설치나 PC 프로그램 설치 필수 웹 URL 접속으로 서비스

앱 서비스 앱 서비스 : 무거움 웹 서비스 : 가벼움(특허출원)

3D느낌 : 해당 무 3D느낌 : 이질감(게임성) 3D느낌 : 사실성

AR 서비스 : 해당 무 AR서비스 : 신규개발 필요 AR서비스 : 기본제공

360VR 전시관 일반 메타버스(제페토) 메타쇼룸-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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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AR 서비스

콘텐츠 단원

접속 URL

※ 국립특수 교육원 실감 콘텐츠(2021), https://www.3dbank.xyz/test/nisear/nise_ar.html

서비스 특징

https://www.3dbank.xyz/test/nisear/nise_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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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AR 서비스

마커와 마커 없이 실행 가능

내 공간에서 증강현실

서비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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