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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NFO는 자율주행자동차 컨텐츠/플랫폼 개발업체로서 모바일과 자동차의

융.복합을 모션센서와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완성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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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메인정보시스템 설립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벤처기업 확인

개발제품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지원사업 수상

미래창조부 홀로그램분과 분과위원

경상북도 청년 CEO 창업경진대회 금상 수상

ETRI 모션센서, 삼성전자 홀로그램/음성인식 기술 이전

홀로네비 M10 출시

중기청 주관 국내 크라우드 펀딩 대회 1위 달성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분과위원  

대통령 해외 순방 한러경제사절단 선정

총리 해외 순방 동방경제포럼 참가

대통령 해외 순방 프랑스 경제사절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홀로네비 M20 출시

대통령 해외 순방 우즈벡, 카자흐스탄 선정

대통령 해외 순방 폴란드, 스웨덴 선정

삼성전자 기술이전 계약서

ETRI 기술이전

모션센서 관련 특허증

지역광고기반 요금할인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수출협회 회원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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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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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기술배경 및 제품컨셉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을 구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컨텐츠 플랫폼 전문기업

법규와 효율, 안정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IT환경의 급변에 따라 투명 OLED, 4D홀로그램, 5G통신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다양한 솔루션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주)메인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여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으로 2년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컨텐츠/플랫폼 업체입니다.

차량의 내부에서 도로를 바라보면 

세상은 2차원으로 종속합니다.

정차된 차량에서 도로를 보면 세상은

실제로 3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배경

실내 실외

제품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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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준수

주행안정성향상

양방향적인 응답성

가격대비 성능을 고려

www.maininfo.co.kr

A와 B의 서로 다른 시차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원리를 기초로 존재합니다.

운전자의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는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기기를 구현합니다.

따라서!

홀로그램으로 시차를 극복하더라도 차량은 추돌할 수 있습니다. 응급/위험 지역에서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수동이 아닌 능동형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모션을 

차량에 부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션의 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기기를 구성하여 

보다 운전자의 능동성이 주행중 더 개입할 수 있고 안정성은 더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자차 외부차량

서로 통신하는 모션센서 기술이용

모션기술의 탄생



06P
07P

      

www.maininfo.co.kr
기업소개 장기로드맵 및 기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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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음성인식
기술 이전

모션센서
기술 이전

모션센서
등록특허

홀로그램
등록특허

응용/발전/융합

자사별도
특허출원

튜닝 자동차 시장

 Simple

HOLO-NAVI30
비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간의
C-ITS/WAVE장비

HOLO-NAVI20
모션센서기술을
이용한 운전자

주행보조 디바이스

HOLO-NAVI10
홀로그램기술을
이용한 운전자

주행보조디바이스

HOLO-NAVI40
블럭체인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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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자동차의 융복합을 홀로그램과 모션센서로 구현하고 완성하는 기업입니다. 완성차 시장이 아닌 튜닝 자동치 시장으로 접근한다.

장기로드맵 기업역량01

06    07

한-러시아 경제 사절단의 선정(2018.06)

한-프랑스 경제 사절단의 선정(2018.10)

한-우즈벡,카자흐스탄 경제 사절단의 선정(2019.04)

한-폴란드,스웨덴 경제 사절단의 선정(2019.04)

프랑스 경제 사절단 18억 MOU 현장 체결

크로아티아 160억 MOU 현장 체결

사우디 11억 MOU 현장 체결

우즈벡 경제사절단 23억, 카자흐스탄 30억 MOU 현장 체결

폴란드 105억, 스웨덴 64억 MOU 현장 체결

호치민 87억 MOU 현장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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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사용 시 햇빛의 간섭성으로 인해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이중초점으로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당사가 특허를 보유한 기술과 

특수필름을 적용하여 고스트 현상 및 햇빛의 

간섭성이 없어 가시성이 현저히 좋습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APP화면을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제품에 투영하므로 별도의 높은 

가격의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관련 특허 등록 및 출원으로 이미 검증된 

기술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시야성 향상을 홀로그램과 모바일기기의 

융.복합으로 해결

별도의 시공 없이 모든 차량에 장착이 가능함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하드웨어 비용 절감

자사의 제품은 특수 필름 사용으로 햇빛의 간섭성 없음

계기판의 다양한 정보중 속도, 내비게이션 등 필요한 정보 

일부를 전방 유리창에 투영하여 보여주는 장치

HUD : Head Up Display

HUD로 시선운동의 최소화로 운전 집중도를 높이고 

안전운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

스마트폰 화면에서 빛의 반사와 굴절 및 어플 적용을 

통한 즉흥적 홀로그램 구현

주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야분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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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능

타제품과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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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NAVI M10 HUD 홀로그램 내비게이션 소재:플라스틱 제조방법:사출성형 스마트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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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NAVI M15 무선충전 주행보조 디바이스 소재:플라스틱 ABS, 실리콘 외 제조방법:사출성형

제품구조01

무선충전코일이 있어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무선충전부입니다.
충전중

충전완료

스마트폰을 거치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감있게 고정시켜줍니다.

다가오는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모션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토센서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 거치 

해제시 터치하여 스마트폰을 뺄 수 있는 버튼

무선충전부

충전알림 LED

미끄럼방지 TPE소재

적외선 모션감지센서

수동터치버튼

C타입 케이블연결

추락방지받침

걸림없이 편안한 주행
내비게이션 어플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수시로 켜 놓아야 하는 만큼 배터리도 빨리 달고 케이블 선의 불편함도 커지며 차량용 무선충전 주행보조

디바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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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NAVI M20 모션 주행보조 디바이스 소재:플라스틱 ABS/PCB 제조방법:사출성형,기판조립

HOLO-NAVI M20은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모바일기기를 어디에 둘지를 정의하며 

운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품입니다.

주행 중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전화(전화받기)/문자(거절메세지) 응답 구현

모션인식 기능을 응용하여 멜론플레이어 작동

주행 중 전방 주시 태만 방지, 도로교통법 준수

스마트폰을 활용 (어플+모션센서)

좌/우 센서의 탑재

제품소개

제품기능

제품구조

01

02

03

좌    우 (Yes반응)

우    좌 (No반응)

기종에 따른 브라켓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스마트폰 보호를 위한 실리콘 마감

스마트폰 보호를 위한 실리콘 마감

기종에 따른 브라켓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홀로네비의 전원 입력(Micro Spin)
무선충전이 불가능한 핸드폰의

충전을 위한 단자

모션을 인식하는 센서

차량 시동 시 무선 충전가능

핸드폰의 Home 버튼의 기능

탈착형 고정 브라켓

실리콘 마감

실리콘 마감

탈착형 고정 브라켓

입력전원
충전단자

모션센서

무선충전

Home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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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 차량데이터 수집

- 위치기반 교통정보 제공

- 스마트 통행료 징수

- 도로 위험구간 정보제공

- 노면상태, 기상정보 제공

- 도로 작업구간 주행 지원

-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

- 우회전 안전운행 지원

- 버스 운행관리

- 옐로우버스 운행안내

- 스쿨존, 실버존 속도제어

- 보행자 추돌방지 경고

- 차량 추돌방지 지원

- 긴급차량 접근경고

- 차량 긴급상황경고

도로 교통 상황인식

HOLONAVI  M25/M30/M40 자율주행자동차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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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NFO는
유니세프와 함께합니다

(주)메인정보시스템은 작은 소기업이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분들이 급여와 일부수익을 유니세프에 후원하고있습니다.

C-ITS/WAVE 장비 (자율주행자동차 컨텐츠)
지역기반의 광고시청을 통한 요금할인 광고시스템

도로교통상황인식(주변광고를 수신하는 광고 플랫폼)

롤러블 형태 OLED 기반의 지능형 운전자 주행보조 디바이스
휘어지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인해 모든 차량에 정품 네비게이션 같이 장착가능
(범용성 구현, 스마트 팩토리 공법에 의한 맞춤형 주문생산)

AUTO SAR 콘트롤 장비(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

HOLO-NAVI M30

HOLO-NAVI M25

HOLO-NAVI 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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