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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매직

사용 설명서

대표이사 : 김동욱
T. 010-5507-9884

E-mail linesync@naver.com
www.3dbank.kr

mailto:linesync@naver.com
http://www.3d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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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매직은 3D데이터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3D홀로그램과 증강현실로 보고 싶
은 모든 것을 보여 줍니다.

1.홀로매직 소개

홀로매직 이란

2022.12 우수발명품 구매추천 선정(한국발명진흥원)
2022.12 기술사업화 시범구매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22.05 에듀테크 제품 선정(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02 성능인증(중소기업유통센터)
2020.06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 등록(조달청)
2020.02 창업성장기술 디딤돌 성공판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10 제5회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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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홀로매직 소개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7wS-G6UNq2k

홀로그램 기능 소개

https://purepng.com/photo/10662/led-television
https://www.youtube.com/watch?v=7wS-G6UNq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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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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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항목
교육용

기본형 체험형 증강현실 프리미엄
소형 중형

H/W
모델명 홀로매직M24 홀로매직E32 홀로매직B32 홀로매직O32 홀로매직M32 홀로매직P32

화면크기(LCD) 24인치 32인치

콘텐츠
내용

박물관, 문화유산, 생물관
(초등사회, 과학)

문화유산
생물

기본형 + 박물관
초등교육
+ 체험형

수량 약 2,500개 1,000개 2,000개 3,500개

부가기능

학습안내서 제공 미 제공 제공

증강현실 제공 미 제공 제공

음성, 동영상 콘텐츠 음성 설명,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단체 서비스 단체 회원 가입 후 1년 무료 콘텐츠 공간 제공(www.3dbank.xyz)

이용 콘텐츠 공개 콘텐츠 전체 콘텐츠 공개 콘텐츠 전체 콘텐츠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67521 24587055 24587057 24562792 24587056 24173911

소비자 가격(VAT 포함) 363만원 495만원 396만원 495만원 495만원 6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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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교육용

지정문화재전체 생물관국립박물관 다운로드

전체 콘텐츠 목록
수량 확인 가능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

문화재청 제공

전국 15군대 국립
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생물관의 각종 생물
데이터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제공 콘텐츠 외
업로드된 콘텐츠

• 2,500 여개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강현실형은 A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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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구분 학년 학기 단원

사회

3학년
1학기 2. 우리가 알아보는 고향이야기

2학기 2.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4학년 1학기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5학년 2학기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과학

3학년
1학기

1.동물의 한살이

4.지구의 모습

2학기 1.동물의 생활

4학년 1학기
1.지층과 화석

2.식물의 한살이

5학년
1학기 3.태양계와 별

2학기 2.생물과 환경

6학년
1학기 2.지구와 달의 운동

2학기 4.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3학년 4학년 5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용-학습안내서

초등학교 사회

초등학교 과학

초등교과에 맞는 학습안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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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초등학교 사회 초등학교 과학

교육용-학습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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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체험형/증강현실형

지정문화재전체 생물관국립박물관 다운로드

전체 콘텐츠 목록
수량 확인 가능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

문화재청 제공

전국 15군대 국립
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생물관의 각종 생물
데이터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제공 콘텐츠 외
업로드된 콘텐츠

• 2,000 여개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강현실형은 A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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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기본형

지정문화재전체 생물관 다운로드

전체 콘텐츠 목록
수량 확인 가능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

문화재청 제공

생물관의 각종 생물
데이터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제공 콘텐츠 외
업로드된 콘텐츠

* 1,000 여개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홀로그램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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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매직 소개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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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로매직 접속방법

2023년도 출시 2023년도 이전 출시

앱 설치 이용QR 코드 안내에 따라 접속 사용

웹 브라우저 접속

QR코드 이용 접속 전용 앱 이용 접속

* 좌측 상단에 QR코드를 확인 하세요 * 전용 앱 이용은 설명서 뒷부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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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로매직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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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로매직 접속방법

* 새로 고침을 하면 홀로매직
메뉴에 접속 됩니다.

* 안내 설명에 따라 홀로매직
의 와이파이를 선택 합니다.

* 보이는 URL을 클릭 합니다

QR코드 이용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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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메인화면 콘텐츠목록중
긴꼬리제비나비선택

홀로그램선택 빨간서클안에서
콘텐츠컨트롤

(크기, 위치등)

3. 홀로그램 조정하기

홀로그램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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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로홀로그램조정

확대하기

축소하기

좌로돌리기

우로돌리기

빨간서클안에서, 콘텐츠컨트롤 (크기, 위치등)

해당 화면을 클릭 시
정지 화면이며 왼편에
있는 을 클릭하
시면 실행

3. 홀로그램 조정하기

홀로그램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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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강현실 이용하기

* AR 선택 후 데이터 로딩이
100% 될 때 까지 기다린 후
START 버튼을 선택 합니다.

* 우측 상단에 AR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 검색 창에서 원하는 콘텐
츠를 입력 후 선택 합니다.

* AR 버전이 있는 것만 가능 합니다.(교육용, 증강현실, 프리미엄)증강현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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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강현실 이용하기

* 터치 위치에 선택한 콘텐츠가
나타 납니다.

• 바닥인식이 되면 원이 나타
나고 원하는 위치로 이용 후
원을 터치해 주세요

* 카메라 모드가 나타나면
바닥인식을 위해 화면을 위, 
아래로 흔들 해주세요

* AR 버전이 있는 것만 가능 합니다.(교육용, 증강현실, 프리미엄)증강현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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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강현실 이용하기

* 사진이 찍혔을 때 사진 저장된 것* WebXR Incubations 을
Enable 을 해 주세요

*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가운데
버튼을 클릭 하세요.
(크롬 웹 브라우저 설정 변경 필수)

* AR 버전이 있는 것만 가능 합니다.(교육용, 증강현실, 프리미엄)증강현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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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기1 즐겨찾기기능으로콘텐츠를 여러개 선택하여 모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2초 정도 누르면

리스트에 체크 BOX가 나타남
체크박스를 개별적 선택 후 소장하기 선택 후 바뀐 화면

5. 콘텐츠 모아쓰기

소장하기를 선택

전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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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텐츠 모아쓰기

소장하기1 소장한것은 소품품에서 관리되며 소장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 선택 소장된 내용 확인

석가탑, 태종무열왕릉비를

볼 수 있어요

선택한 2개는 소장품에서

제외 됨

화면을 2초가 누르면

선택BOX 나타나고

선택을 한 다음 “소장해제”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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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기능, 그리고나의소장품과홀로그램연결을위한 설정

소장하고싶은
3D 데이터선택

모델데이터하단
소장하기아이콘선택

메인화면메뉴
소장품선택

소장한데이터확인

5. 콘텐츠 모아쓰기

소장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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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BANK 웹사이트
→ 3D 모델 다운로드

3DBANK 웹사이트에서 주소의 마지막 숫자아이디
복사 및 입력

조회 후홀로그램
기기에 저장

www.3dbank.xyz콘텐츠상세조회 URL의우측숫자를이용하세요

6. 콘텐츠 추가하기

3DBANK에서 다운로드 www.3dbank.xyz의 모든 콘텐츠를 홀로그램 콘텐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체험용 버전만 가능

http://www.3dbank.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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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으로 나누어진동영상

파일선택 홀로그램기기에저장

6. 콘텐츠 추가하기

3면으로 분할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3DBANK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업로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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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업로드
파일 선택 →썸네일 생성 →홀로그램 기기에 저장

6. 콘텐츠 추가하기

3D모델 업로드 홀로그램에 직접 3D모델 파일을 업로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obj, stl, ply, fbx, glb, gltf 의 총 6가지 3D데이터를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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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한 3D모델과 3DBANK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다운로드 목록
에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터치 3D데이터, 동영상, 3D모델등을

다운받았을 경우 저장 장소

6. 콘텐츠 추가하기

다운로드 목록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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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홀로매직 설정 메뉴

홀로매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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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설명 자동 듣기（ON）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설명 듣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명 음성이 나옵니다

무선 인터넷 연결을 하기위해 근처

공유기의 와이파이를 설정 합니다.

상세설명은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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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콘텐츠 목록을 초기화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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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결 공유기에 로그인 하여 인터넷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8. 인터넷 연결하기

인터넷 설정

접속 ID 와 비번

admin / 1234567890

시스템 요약정보를 터치 무선확장설정을 터치외부 와이파이 연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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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한 3D모델과 3DBANK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다운로드 목록
에 있습니다.

8. 인터넷 연결하기

다운로드 목록

인터넷 연결이 안된 상태

①
②

1. 무선 브리짓 선택

2. AP 검색
원하는 와이파이 선택

(3DBANK-2)을 선택 경우

인터넷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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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진행화면설정 터치 펨웨어업데이트확인선택 업데이트완료확인

* 펌웨어 업데이트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 입니다.

9.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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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 확인설정 터치 콘텐츠 / 기능 재설정 재설정 완료

홀로매직의 제품별 콘텐츠 및 기능 초기화 입니다.(인터넷 연결이 필수)

10. 콘텐츠 설정

콘텐츠/기능 설정

프리미엄버전(P)

교육용(E) 

증강현실(M)

기본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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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왼쪽 옆면에 붙어있는
태그에 있는 홀로그램 ID 선택

11. 홀로매직 앱 이용 하기

• HoloMagic Apk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주세요

• Wifi을 이용하여 홀로매직에
접속하기 위해 스캔 합니다.

콘텐츠/기능 설정 2022년 구버전의 홀로매직을 이용 할 때 사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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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누르면 완료* 만약 제품비밀번호가 공란
이면 1234567890을 입력

11. 홀로매직 앱 이용하기

* 홀로매직 초기 화면

콘텐츠/기능 설정 2022년 구버전의 홀로매직을 이용 할 때 사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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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듀테크 실증 결과

사용자 만족도 https://www.youtube.com/watch?v=ypU6QA7O_N4

https://www.youtube.com/watch?v=ypU6QA7O_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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