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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권 정 열

20여 년의 영상 프로덕션, 아트 미디어 제작 노하우에서 2012년 영상 브랜드 ‘KN커뮤니케이션’이 탄생했습니다.

5년 후 국내 실감 융복합 미디어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 홀로그램 전문 브랜드 ‘헬로그램’을 런칭하였습니다.

저렴한, 대중적인, 세계적인 방향으로의 홀로그램 혁신을 위해 런칭 전 2년 여의 연구개발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0개의 제품모델을 개발하고, 내부 3D 입체 콘텐츠 제작부터 디스플레이 시스템 제작, 운용까지 진행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 유일 종합 홀로그램 시스템사로 거듭났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개인형 홀로그램 키트 개발 및 글로벌 플랫폼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Who We Are



01   Core Value

Who We Are

상상력의 힘을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아테크넷은 예술과 기술의 시너지를 추구합니다.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홀로그램만의 무한한 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아트 미디어로 고객감동을 만들고 미래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자 합니다.

품질 감동 혁신 선도 창의적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회사명 주식회사 아테크넷

설립일 2018년 7월 7일

자본금 50,000,000

업태 제조업,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번호 136-86-01054

종목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 영화 등 비디오물 제작업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5, 301호

익산 지사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05

(익산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302호

02   Company Information

Who We Are

홈페이지 www.atech-net.com

www.hellogram.kr



2018 2019 2020 2021

아테크넷 법인 설립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HGD 15종 라인업 구축

홀로그램 전문브랜드 ‘헬로그램’ 출시

(상표 제40-1331363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HGD 20종 라인업 구축

입체 영상장치

특허 등록 3건 완료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 설립

아쿠아그램, 피규어그램 개발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록 1건 완료

신용보증기금 NEST 기업 선정

스마트형 퍼스널 홀로그램 개발

(S-gram, T-gram, K-gram)

아테크넷 + 전라북도 익산시

상호협력 투자 협약 체결

홀로그램 서비스센터 익산 지사 설립

03   History

Who We Are



보다 앞선 실감 기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홀로그램

홀로그램 일상화,대중화

2022

헬로그램 

대중 커뮤니케이션

C-P-D 통합 

플랫폼서비스 출시

2025

글로벌 3D 크리에이터

생태계 선도

AI, 메타버스

융복합 신규 사업

2030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국외 거점 지사 창출

CONTENTPLATFORM DEVICE
디스플레이 R&D입체 실감 콘텐츠 제작플랫폼 서비스

Goal & 
Strategy

Business

Vision

Mission

04 & 05   Vision & Business Area

Who We Are



사외이사

대표

전략 3D 컨텐츠마케팅 설계 제조디자인

플랫폼TF기획 제작
개발
(R&D)

06   Company Organization

Who We Are



입체 영상 미디어에 특화된 IP 보유

입체영상장치

제 10-2063088호

입체영상장치

제 10-2063092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

제 10-2192585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제 10-2091788호

스마트폰용 홀로그램 폴더블 장치 

출원 10-2021-0049888

입체영상장치

제 10-2015340호

헬로그램(Hellogram)은 가장 단순하고 친숙한

의사소통 메시지인 ‘Hello’와 미래지향적 영상기술인

홀로그램의 ‘Gram’을 조합한 혁신적인 아이덴티티 브랜드입니다.

아테크넷의 대표

홀로그램 전문 브랜드

상표등록 제40 - 13311363호

07   Brand / IP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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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XR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2021 전북-익산 투자협약 체결

08   Partner / Client

Who We Are

XR 전문 S/W 개발사

360 VR 공간 스캐닝

콘텐츠 인터랙티브 솔루션

회전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XR 인터랙티브 디바이스

XR 디바이스

일본 지사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에이전시

기타 주요 협력

미래 융복합 미디어 비전을 공유하는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XR 메타버스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 전시 및 미디어

혁신선도기업

유통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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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홀로그램이란?What We Do

홀로그래피(Holography)원리를 이용해 고해상도 이미지와 영상을 평면이 아닌

3차원 공간에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실적 디지털트윈 무안경식 직관 시청

홀로그램은 입체영상기술과 실감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이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융복합 XR기술로 아테크넷은 유리 반사 방식 플로팅 상용 기술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1

Hologram
Total Solution

What We Do

Hologram
Reality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3D

입체영상

콘텐츠

XR

인터랙티브

Hologram Reality Planning
주목도를 높이는 입체영상의 새로운 경험

Hologram Production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맞춤형 콘텐츠와 디스플레이

아테크넷은 홀로그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부터

디스플레이 제조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헬로그램(Hellogram)은 가장 단순하고 친숙한

의사소통 메시지인 ‘HELLO’와 미래지향 입체영상

기술인 홀로그램의 ‘GRAM’을 조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입체영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 20종 라인업

특화 홀로그램 컨텐츠 제작

KC인증서

02

What We Do

아테크넷의 홀로그램 브랜드 “헬로그램” 은 디스플레이 개발 및 제조부터, 입체 실감콘텐츠 프로덕션을 서비스하는

홀로그램 종합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ologram Device & Content Service

Display
175cm

3Face 4Face 1Face Multi

Software

Motion Control Interaction Application

Content

3D Modeling Motion Graphic Animation Realistic MediaVFX



01 디지털 트윈 기록과 복원 박물관 / 역사관 / 기록관

HelloGram Portfolio

What We Do

기록과 보존의 가치를 지닌 실제 사물을 디지털로 재현  

2021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2021 파주민속박물관

2019 경북도청

2021 대전 문화재연구소

2020 창동 도시재생홍보관

Process

3D 모델링3D 스캐닝
기기

설계, 제조
기획 구성



02 풍부한 입체 효과 홍보 마케팅 전시 / 박람회 / 이벤트

HelloGram Portfolio

What We Do

전시와 홍보에 특화된 중대형 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

2019 코믹콘

Process

애니메이션
VFX

3D 모델링 기기
설계, 제조

기획 구성

2021 아덱스2019 국방기술품질원

2019 순천만2018 서울창업지원센터



02 풍부한 입체 효과 홍보 마케팅 모델하우스 / 제품 / 기업 홍보 (실물 모형 맵핑)

HelloGram Portfolio

What We Do

마케팅, 브랜딩에 가치를 더하여 주목도를 높이는

실물 기반 입체 솔루션

2020 롯데 마블스토어

Process

애니메이션
VFX

3D 모델링
기기

설계, 제조
기획 구성

2021 조니워커2019 셀리턴

2018 비트스페이스 2018 현대기술센터



03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미디어 교육 / 문화예술 / 방송

HelloGram Portfolio

What We Do

정보전달을 위한 몰입 커뮤니케이션 및 작품의 완성도

를 높이는 Culture Tech의 실현

2021 송파쌤

Process

인터랙티브 솔루션 기기
설계, 제조

콘텐츠 제작기획 구성

2019 지학사

2021 강원교육과학정보원 2021 넷플릭스 신세계로부터

2018 경주월드



Hologram Popularization

Device

HelloGram Technology R&D

What We Do

Content Platform Software Solution

S-GRAM T-GRAM K-GRAM

*2021 중기부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태블릿 전용 키트형 홀로그램 IoT형 스마트 홀로그램 

*2021 XR소부장 제품제작지원

*2021 홀로그램 채용약정형 기업지원*2021 데이터바우처

스마트폰 전용 키트형 홀로그램



입체 영상 메타버스 생태계를 빛내는 선명한 한줄기 별빛

헬로그램 퍼스널 디바이스 이용자를 위한

입체 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홀로그램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유로운 공유와 판매

STAR RAY

03

What We Do

Creat

전문 3D 창작자 수익 쉐어

일반인 간편 크리에이팅 툴 연계 

Play

디바이스 연동 자동 변환 렌더링

디바이스 구매 연계

Communicate

작품 평가 피드백

제작 아이디어 게시판

Share

창작자 개인 채널 운영

이용자 소장/구매

1

2



Appendix

Thank you for your tim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헬로그램의 다양한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tech-net.com www.hellogram.kr

제휴, 기업문의

제품, 구매문의

ardorfilm@hanmail.net

atech-net@naver.com

0505-116-5550

02-1661-7389
010-8430-7738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hellogram
https://blog.naver.com/knc7738
https://www.facebook.com/hellogram.master
https://www.instagram.com/hellogram.kr/
https://tv.naver.com/hellogram
http://www.atech-net.com
http://www.hellogra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