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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Wave

ABOUT

XR 기술 기반의 탁월한 콘텐츠로

Of Digital Culture

XR SOLUTION

다수의 특허 및 인증 보유, 각 분야 전문 인력 포진, 체계적인 사업 시스템으로

Created By

METAVERSE
METAVERSERO NFT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안정적인 사업운영 능력과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XR 콘텐츠 기업 입니다.
- 2016년 04월 법인 설립
- Hi-seoul 기업 인증

POP!POP!

-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 기업 인증(XR)

MEDIA ART

- 벤처기업 인증
- 나이스디앤비 우수기술 기업 인증(T4)
- AR·애드테크 부문 대상 수상

POPSLINE's
XR Content.

- 특허청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

Patents(application number)
System for providing augmented reality based on AR Non-fungible token contents and method thereof(2022-0051888)
Apparatus for providing realistic content and that method(2020-0053276)
System for providing realistic content and that method(2020-0049238)
Device for providing mr content using 3d object and marker and that method(2018-0017512)
Signage system for providing mr content including 3d objects and markers and that method(2018-0014530)
Terminal and its control method.(2017-0134765)
Mr content creation apparatus and that method(2016-0179036)
Mr content creation apparatus and that method(2016-014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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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
SOLUTION

META VISION

확장된 현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XR 콘텐츠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 실시간 AR 영상 합성기술과 AI모션인
식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키오스크
·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AR 콘텐츠와 도슨트 서비스, AR 포토
서비스로 구성
*서울시 10개 박물관 및 추사 박물관 구축 납품

디지털 트윈 Web AR
디지털 트윈 XR Simulation
·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
을 구현하는 기술
· 높은 수준의 3D 데이터 구축력과 시
뮬레이션 구현기술력 보유

MR Glass Content
· 혼합현실(MR)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구축
· 메타버스, 미디어아트, 산업용 트레이
닝 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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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목적에 따라 컨셉과 기능을 정의하고 정밀한 3D 모델링을 통
해 최고 퀄리티의 메타버스를 구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팝스라인만의 독보적인 웹
AR, MR 기술을 응용 차별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TAVERSERO
NFT

· 엄격하게 선별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NFT 작품을
ONE-STOP으로 구매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 NFT 홀더 파티,오프라인 NFT 전시회 등 아티스트와 홀더들
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Offline Showroom 스타윙스)

· Build-it 기반 메타버스 제작(제페토 등)
· Unity 기반 웹 메타버스 제작
· VR 투어형 웹 메타버스 제작

The Universe x Mca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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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ilhwa x Mcat AR #1

Think x Mcat AR #8

우리 매장에 대한
좋은 바이럴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장이
포토 맛집이면
좋겠어요.

고객들에게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POP!POP! 서비스는 브랜드 연계 탄탄한 스토리 기획과
독보적인 실감 콘텐츠 기술로 파트너사의 공간을 빠르고
간편하게 브랜드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공간 마케팅의 혁신적인 솔루션 입니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캐릭터 조형물 없이도,

AR 포토 리뷰 작성시 지급되는

브랜드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AR 캐릭터로 인생 샷을 남길 수 있어요!

리워드 시스템으로 리뷰 작성을 유도합니다.

구성하고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접목합니다.

AR 콘텐츠 주기적 교체 가능, 특정 위치로 고객 유인 가능

공유하기 기능으로 SNS 연동 가능

AR형 게임, NFC 스탬프, 미디어 아트, 메타비전, 퀴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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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RT

섬세한 감성과 감각적인 기획력, 높은 퀄리티의 작업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미디어아트 영상을 만듭니다.
After Effect, Audiovisual, Motion Graphics, 3ds MAX, Unreal Engine,
TouchDesigner, Projection Mapping, Media façade, Interactiv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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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sline.co.kr
Offic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연구개발타워 11층
E-MAIL : contact@popsline.co.kr
TEL : +82 2 573 3307
FAX : +82 2 574 3307
Offline Showroom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5길 29, 1층 갤러리X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