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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의 전시물을 현실에 증강
현실로 보여주는 메타버스 전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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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식

시간적, 공간적, 관리적 비용 발생 시각적 한계, 거리, 체험 한계

전시자 관람자

문정왕후 어보

실물 전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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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식

새로운 오프라인 전시면새로운공간촬영 전시물뷰의시각적제한

전시자 관람자

문정왕후 어보

360 VR전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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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서비스 3D 서비스

실감 서비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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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루션

https://www.youtube.com/watch?v=yN0tgOWJ-HE유튜브

메타쇼룸

https://www.youtube.com/watch?v=EnJlRQVNHA8
https://www.youtube.com/watch?v=yN0tgOWJ-HE&t=2s


6

3.솔루션 특징

웹 XR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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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솔루션특징

오프라인 이벤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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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루션 특징

HMD 없이도 모바일의 센서를 이용 자유로운 뷰 제공

모바일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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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루션 특징

전시관내

22 WIS 코엑스 전시회 방문자 함께

가상 공간의 전시물을 현재의 내 공간으로 만나보는 증강현실 제공

팝업 화면의 우측 아래

22 WIS 코엑스 전시회 에 VIP와 함께

증강현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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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루션 특징

저용량 고화질 서비스

k-chemic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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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루션 특징

가상전시 경쟁 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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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루션 구성

12

고객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가상 전시관

실물 전시관을 가상전시관에서
- 오프라인 전시관 이동과 같은 느낌
- 게임과 같은 자유도 제공
- PC와 모바일에서 쉬운 접근성
-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실감 서비스

전시관과 콘텐츠를 템플릿화
- 전시관을 템플릿으로 등록
- 콘텐츠 등록 (3D데이터, 동영상, 사진)
- 전시회 등록 : 전시관과 콘텐츠를 등록

사용자 설정 모드 제공

https://www.3dbank.xyz/demo_data/exhibition/2021_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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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루션 구성

13

전시관등록

전시 콘텐츠 등록

전시관 템플릿과 전시관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관리

전시회

전시관 템플릿화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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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루션 구성

템플릿 박물관 박물관 전시 배치 후

박물관 템플릿 예

- 실물 전시관의 대관처럼 전시관을 전시물 위치 설정
- 전시물의 위치에 전시물 매칭
- 전시물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

박물관 구조도

박물관 템플릿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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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루션 구성

템플릿 미술관 미술관 전시 배치 후

박물관 템플릿 예

- 실물 갤러리의 대관처럼 갤러리의 그림 위치 설정
- 전시물의 위치에 전시물 매칭
- 전시물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

미술관 구조도

미술관 템플릿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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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솔루션 적용 예

스페이스22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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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솔루션 적용 예

웹사이트 적용

URL : www.3dbank.xyz

http://www.3dbank.xyz/
http://www.3dbank.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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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솔루션 적용 예

메타쇼룸 삼국시대 전시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45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45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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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솔루션 적용 예

메타쇼룸 절벽 고산지대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8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8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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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솔루션 적용 예

메타쇼룸 수족관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6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6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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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솔루션 적용 예

메타쇼룸 초원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2

※ 이미지를 클릭하면 참관 할 수 있습니다.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2
http://service.3dbank.xyz/p/exhibition/index.html?idx=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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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서

대표이사 : 김동욱
T. 010-5507-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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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3dbank.kr

mailto:linesyn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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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BANK 사업개요

https://www.rpshri.com/multimedia_solutions/three_dimension_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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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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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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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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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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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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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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