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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people stop, look, listen and take action

HOLOGRAM DISPLAY



새로운 방식으로 메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Dreamoc HD3은 많은 행사와 광고를 통해, 
독창적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라는 점이 확실히 입증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시계, 보석 및 향수와 같은 작은 물체를 표현할 때 적합합니다.

lt's simple to use and yet amazingly powerful. being used by the largest brands
in the world, the dreamoc has surely proven its point as a unique holographic 
display for retail and events. lt's ability to combine physical products with cool 
animations, delivers an unparalleled visual expreience, which create stop-effect 
and increased sales

Size / 560x420x342mm
Weight / 18kg
Viewing panes / 3



Size / 1170x740x530mm
Weight / 65kg
Viewing panes / 3

XL3는 적당한 크기로 공간의 제약이 적으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HD3 시리즈에 비해 큰 이미지 크기를 표현하며 기업의 홍보에 탁월합니다.
품위있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대부분의 분야에 적합합니다.
훌륭한 애니메이션과 실제 제품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능력은 탁월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Dreamoc xl2 is a truly powerful way to showcase your product.
The display creates a huge holographic image which you can combine
with a physical object, thus creating wonder and astonishment for the 
beholder. Despite the large image size the unit still has an elegant and 
slim design, making it suitable for most applications.



Size / 1980x1952x1780mm
Weight / 180kg
Viewing panes / 4

지나가는 고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특별하고 거대한 홀로그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장비는 대형 쇼핑몰, 전시회, 공항 및 다양한 분야에 적합하며 고객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실감나는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감각적인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단순한 평면이 아닌 3D 이미지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켜줍니다.

Realfiction's largest and most spectacular displays to date. Amaze your audience 
with these breaghtaking holographic displays which can create huge holographic 
ilusions to enchant people passing by. The units are excellent for large shopping 
malls, exhibitions, airports and other areas where you have heavy foot traffic 
and want to mesmerize your audience.



Size / 460x460x360mm
Weight / 13kg
Viewing panes / 1

Dreamoc pop3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장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장치는 매장 선반에 놓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통로나 선반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운터 옆 또는 데스크 뒤에 설치하여 장식하거나, 상품이나 로고 표현에 뛰어납니다.

The pop3 is designed for on-the-shelf placement either in aisles. by the counter or behind
a bar desk and can easily be decorated in the right company colors or printed with logo. 
Dreamoc pop 19 is our standard one-sided holographic display, suitable for
instore advertising the unit creates instant stop effect when you place it on 
a shelf in your shop, hence attracting customers to products you want to  highlight or campaign



Head Office : 11F Hanshin IT Tower, Digital-ro, 272, Guro-gu, Seoul 08389, Korea  
Busan Office : A-17F, Centum SkyBiz, 97,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48058, Korea  
Vietnam : +84 12 2471 8458 / +84 39 2253 0172  |  Myanmar : +95 9255023279 / +95 925330873  
U.S.A : +1 213 268 6691  | Indonesia : +62 212 95 62059  |  China : +86 532 8965 5033/5055

Homepage : www.apparelbase.com
E-Mail : support@apparelbase.com / sales@apparel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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