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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bank 홈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곳을 클릭하여 설치

홀로매직전용앱다운방법

* 크롬을 선택 * 검색창에 3dbank를
입력하고 클릭

* 앱 설치 확인



* 홀로매직전용앱을이용하여 연결

* 연결의안정성을위해
모바일데이타를 OFF처리를
권장

* 제품 옆면에 붙어있는
흰색시트에 해당 홀로그램
ID 선택

* 확인을 누르면 완료* 만약 제품비밀번호가
공란이면 1234567890을
입력



사용 메인 화면 콘텐츠 목록 중
긴꼬리제비나비 선택

홀로그램 선택 빨간 서클 안에서
콘텐츠 컨트롤

(크기, 위치 등)



터치로 홀로그램 조정

확대하기

축소하기

좌로 돌리기

우로 돌리기

빨간 서클 안에서, 콘텐츠 컨트롤 (크기, 위치 등)

해당화면을클릭 시
정지화면이며 왼편에
있는 을클릭하시면
실행



즐겨찾기 기능, 그리고 나의 소장품과 홀로그램 연결을 위한 설정

소장하고 싶은
3D 데이터 선택

모델 데이터 하단
소장하기 아이콘 선택

메인 화면 메뉴
소장품 선택

소장한 데이터 확인



업데이트 진행 화면메뉴 →설정 → 펌웨어업데이트 업데이트 확인 선택 업데이트 완료 확인

* 펌웨어업데이트는별도로안내드리므로사용하지 않으시는것을권장해드립니다.



콘텐츠 회전 수는 플레이 반복 횟수를
말함. 예를 들면 2번이면 2번 반복해서

플레이한다는 것임

설명 자동 듣기（ON）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설명 듣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명음성이 나옴.



인트라넷은 인터넷 연결없이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모드

왼쪽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3D데이타, 동영상, 3D모델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저장 장소



3DBANK 웹사이트
→ 3D 모델 다운로드

3DBANK 웹사이트에서 주소의 마지막 숫자 아이디
복사 및 입력

조회 후 홀로그램
기기에 저장

* 다른 PC에서 WWW.3DBANK.XYZ로접속하셔서해당아이디를조회메모후일괄등록하는방법을권장

http://www.3dbank.xyz/


개인 소장 동영상 업로드 파일 선택 →홀로그램 기기에 저장



개인 소장
3D 모델 업로드 파일 선택 →썸네일 생성 →홀로그램 기기에 저장



위에서 보기
정면 보기

좌로 보기 뒤에서 보기



H/W Information

HoloMagic S24

24 inch LCD 250CD

Memory 4 GB 64 Bit LPDDR4 | 25.6 GB/s

CPU 4-core ARM A57, 128G microSD

GPU 128-core Maxwell™ GPU

전체 사이즈(m) LCD사이즈 해상도 밝기 사운드 무게 가격 비고

550 x 420 x 350 24” 1920x1080 250CD 3W x 2 약 10.5kg 297만원 로컬 콘텐츠 포함

측면

후면대표 사진(정면도)

45도면

윗면



H/W Information

HoloMagic S32

32 inch LCD 350CD

Memory 4 GB 64-bit LPDDR4 25.6 GB/s

CPU : 4-core ARM A57 , 128G microSD

GPU 128-core Maxwell

전체 사이즈(m) LCD사이즈 해상도 밝기 사운드 무게 가격 비고

735 x 580 x 475 32” 1920x1080 350CD 3W x 2 약 25kg 396만원 로컬 콘텐츠 포함

측면

후면대표 사진(정면도)

45도면

윗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