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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팝스라인은다양한기술과창의적인
아이디어가결합된 XR Art Platform을
통해고객에게새로운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VERVIEW

기존온라인의 평면적경험을넘은 입체적사용자
경험을현실에제공하는자체 R&D의성공을통해,
문화예술의제한된온라인서비스경험을한단계
도약시킨 XR 아트컴퓨터비전, AR 쇼핑솔루션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디지털공간구축#AR_AI컴퓨터비전#Web_AR_ Shopping

#Web_AR_Event#NFT_AR_Art_Mall #마케팅프로모션콘텐츠

BUSINESS CONTACT US



Post-COVID19
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지속

오프라인중심이던예술계매출큰폭하락

온라인비대면거래수요폭발적증가

코로나19 종식이후에도 예술창작품 거래는 온라인 활용
습관화로 인해 비대면 체험방식 선호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팝스라인은 AR VR MR 분야창작물
거래에특화된콘텐츠로비대면아트전시와상거래
플랫폼을제공하고있습니다.

OVERVIEW BUSINESS CONTACT US

무한확장성!
AR VR MR 비대면 솔루션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내, 해외
고객을 확보한다.

팝스라인 XR아트플랫폼! 



AR VR MR
일상에예술을확장하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상상하고
실감나는 상상콘텐츠와 아트가 펼치는 실감 예술의 판타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www.popsline.co.kr@2020 POPSLINE All Right Reserved.

Adding extended 
reality to art

OVERVIEW BUSINESS CONTACT US



WHAT

WE DO

OVERVIEW

TECHNOLOGY

실감콘텐츠
AR VR MR

디지털공간
구축

BUSINESS

PRODUCT CONTACT

웹AR
쇼핑솔루션

AR
컴퓨터비전

디지털공간구축
웹AR ART
쇼핑솔루션

NFT 증강현실
Gallery AR Mall

웹AR이벤트

AR AI 컴퓨터비전

웹AR 
마케팅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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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TARWINGS

고객과 작가에게
스타의 날개를 달아준다

이벤트나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증강현실이

생활밀접형 AR홈페이지+AR쇼핑 플랫폼으로 탄생하다!

공급처 창작자, 상품제조사

서비스 방식 AR홈페이지, AR쇼핑

구축환경 하이브리드 앱, 웹

AR적용사례;

- 갤러리XR, 스타윙스
- 비브스튜디오
- 2020서울시산학 테스트베드 실증

10개 사립 미술관/박물관
- 가치삽시다(중소기업유통센터)
- 이플랜어린이 AR도서
外 다수

OVERVIEW CONTACT



PRODUCT

AR 컴퓨터비전

비대면 모션인식
작품체험, AR포토

MR갤러리 디자인 MR갤러리 시스템 MR갤러리 시스템구성

Art & Tech의예술적인조화

MR갤러리시스템구성사양

1. QLED Frame 디자인
디스플레이(55”~75”)

2. 사용자 모션인식컨트롤러
3. 고성능 PC
4. 인테리어집기

진짜 액자보다 더 진짜
XR인테리어 액자형TV

보는 즐거움 MR콘텐츠

쉽고, 간단한 상품 등록
에디터 제공, 콘텐츠관리시스템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예술작품을 등록, 수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제공합니다.
관리시스템은 완전히 차별화 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며 통합 대시보드에서
사용량, 유입률, 사용빈도, 선호도 등
다양한 통계기능도 제공합니다.

손쉽게 모바일 연동되는 커머스 시스템

OVERVIEW



적용사례 :
AR 컴퓨터비전
비대면 모션인식 AR컴퓨터비전

갤러리XR
(서울강남구논현동)

용도 : 아트상품체험
& 모바일연동쇼핑

인천어린이과학관
용도 : 로비대형미디어탑 AR 4계절체험

& 모바일연동

은평구청금성당
용도 :  샤머니즘박물관소개및

AR체험 & 모바일연동

OVERVIEW PRODUCT



OVERVIEW BUSINESS

AR 온라인홈페이지/AR쇼핑몰

명작을
안방〮거실〮주방에
미리걸고배치해본다
언제어디서나내가있는공간에서
작품이어울리는지미리볼수있다

작가프로필과
작품세계를한눈에본다

작품에담긴스토리를 깊이있게
전달한다

작가의다양한작품을
AR공간에서체험한다

AR을통해작가의가상갤러리
공간에서원하는작품을쉽게
찾아본다

프론트
페이지

작가
홈페이지

작가
3D갤러리

CONTACT



OVERVIEW BUSINESS CONTACT

AR Art 쇼핑몰특장점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창작품을 전시,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AR홈페이지, AR쇼핑몰, MR갤러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AR홈페이지는?
작가소개, 혼합현실 갤러리, AR SHOP, 커뮤니티로 구성되어져 있다.
작가들의 작품을 내가 있는 공간으로 핸드폰을 통해 불러와 거실, 침실, 건물
로비등에 어울리는지 미리 걸어볼 수 있다. 또한 그림의 Size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핸드폰을 통해 살펴볼 때 그림의 배율을 자동으로 맞춰준다.

BEFORE AFTER

편익제공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의 작품을 현재 머무
르는 공간 벽에 부착해
보거나 배치해 보는
경험적 가치를 제공한다.



AR 멀티컴플렉스
Gallery
디지털공간 구축

작가의원화에 XR이펙트가추가되어진
디지털작품을프로젝션효과를통해감상

멀티 AR미디어아트 시스템

일반적인 갤러리에 미디어아트쇼를 추가
하여 감상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작품
탐구생활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웹AR갤러리

내손안의 MR 갤러리를통해작가의갤러리에
입장하여한눈에작품을감상

현실과가상을넘나드는 MR(혼합현실: Mixed 
Reality)을통해작가의세계를깊고폭넒게
이해할수있다.

모바일을 통해 작가의 갤러리를
둘러보세요. 작가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펙트를 보면서 작가의 세계를
탐구해보세요



웹AR

이벤트, 프로모션
출판

(출판)증강현실 콘텐츠
믿어줘서 고마워

(이벤트) 증강현실 홍보
홈플러스 추석 프로모션

(교육) 증강현실 콘텐츠
이플랜 유아 도서

웹AR 콘텐츠를 이벤트/출판/프로모션에 적용

-특징 : 별도 앱 설치 없는 AR콘텐츠
30초 동영상 및 포토기능



팝스라인 –스타윙스협업 Gallery
국내 최초 아트&테크 XR(확장현실) 스페이스

- 예술 그 이상의 예술

* 상호작용 특별한 체험
* 완전한 새로운 XR팝업스토어 공간
* 부담 없는 언택트 체험

- 새로운 고객, 새로운 체험 제공

* 모션인식 체험, 모바일 쇼핑 기능
* 다채로운 콘텐츠
* 아트상품에 특화된 증강현실 체험

<팝스라인 X 스타윙스 협업 Gallery 체험 장면>

강남구 논현동 영화빌딩 1층
❖ 면적 : 60평
❖ 언택트: 아트, 핸드메이드
❖ 전시공간 : XR갤러리, XR체험존

메인 XR갤러리 (30평)

XR 체험룸 (10평)

XR 방송실 (10평)



상호 ㈜ 팝스라인

설립일 2016년 4월 14일

대표이사 김영덕

홈페이지 www.popsline.co.kr

주요사업 AR AI 비즈니스콘텐츠및 솔루션 개발

특허 국내등록 23건, PCT 2건

자본금 835백만

대표이메일 ar@popsline.co.kr

Mission

예술작품의NFT(Non-fungible-
token)와증강현실을융합하여디
지털자산과원화를거래하는
플랫폼을제공한다.

Vision

Collector들의일상에예술을
확장시킨다.

회사 개요



성장과정

창업-기술력 확보

2016~ 2017

-팝스라인 설립
-누리꿈스퀘어 입주
-AR BM특허 5종 등록
-AR BM특허 3종 등록

B2BG 비지니스

2018~2019

- 평창올림픽 KT AR쇼핑 구축
-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 5억 선정
- 중소기업유통센타 바우처 수행사
- 디자인진흥원 바우처 수행사
-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 2억 선정
- 제품서비스 개발과제 2억 선정

자체비즈니스플랫폼구축, 제공

2020~2021

- AR컴퓨터비전(팝스니지) 런칭
*인천어린이과학관 수주
*은평구청 수주
*서울시 테스트베드
미술관/박물관 분야 AR사업 선정

-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선정
- 비브스튜디오 ART쇼핑몰 공급
- 스타윙스베타버전출시
- 가치삽시다 AR쇼핑솔루션 공급



주요 파트너사정부 바우처
수행 사(진행中)

1.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디자인진흥원, 홍보분야

2.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중기부, 홍보분야

3.2020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기술

4.스마트관광혁신바우처
한국관광공사



조직도
이사회

CEO

기업부설연구소 IT개발본부 콘텐츠개발본부 기술영업본부

투자자 : 신용보증기금 外

김영덕 : 삼성전자 일본지역전문가, 한국총괄
홈플러스 점장, 마케팅 본부장

법률자문
이성규 변호사
지적재산권 변호사

경영지원팀



T H A N K  
Y O U

www.popsline.co.kr
Tel. 02 – 573 – 3307

http://www.popsl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