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권장 사양

┃ 프로세서 : 32비트(x86) 1GHz 이상 ┃ 시스템 메모리 : 1GB 이상 ┃ 하드 디스크 : 여유공간 4GB 이상 ┃ 그래픽 메모리 : 256MB 이상 ┃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 WDDM(DirectX 9 그래픽 지원)   

┃ 해상도 : 1280x1024픽셀 이상 (최적 1920x1080 와이드) ┃ 운영체제 : Windows XP, Windows Vista, or Windows 7 

3D 과학콘텐츠 디큐브!!! 

개념 설명이나 실체 접근이 어려운 객체들을 3D로 실체화하여 사용자가

직접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과학 과목의 동기부여 및 흥미 유발

과학과목 3D교수학습 자료로 활용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 학습 구성 및 수준별 학습 가능

학생이 직접 체험을 통해 기초 및 심화학습(실습) 가능

고품질의 풍부한 콘텐츠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

방대한 스펙트럼을 다루는 과학 분야에서 사용자의 커리큘럼에 맞춰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3D

시뮬레이션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임

과학 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를 시각적인 3D 입체 효과를 통해 모형이나 기구보다 입체감과 

현실성을 높여 학습 효과가 탁월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www.d3s.co.kr

3D 과학콘텐츠

※  본 소프트웨어는 성능 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72-10

부설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72-16

본사공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7-2

TEL 02-396-0880  FAX 02-396-0850
Email sky@orientav.co.kr  

www.orientav.co.kr

디큐브만의 우수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

별도의 매뉴얼 없이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소프트웨어 작동법을 쉽게 익힐 

수 있으며, 학습 주제가 색인 메뉴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순차적 학습이 가능함

혁신적인 3차원 인터랙티브 교육용 소프트웨어

고품질의 3D 시뮬레이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화된 지식 습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교사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교육시간 절약)하여 교육의 효율성

을 높이고, 학생은 과학 과목에 흥미를 느껴 인터랙티브한 학습이 가능

고품질의 전문적인 3D 콘텐츠

풍부한 콘텐츠로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물론 중학교의 연계학습(심화학습 포함)

을 제공하며,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화산과 지진, 지구와 달의 물리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전문가(관련 교수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문 하

에 제작된 고품질의 과학 전문 3D 콘텐츠임

최신기술의 실시간 3D 객체 뷰어 및 전자칠판 연동

화면상의 2개의 실시간 3D객체 뷰어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한 3D 

동영상 학습이 가능하며, 쉽고 편리한 저작도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칠판과 

연동하여 판서 및 저장 가능  

www.d3s.co.kr ┃ www.orienta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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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과학콘텐츠

과학 선생님들의 교수자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학습도구 

과
     학



과학은 어렵다? 

   과학은 재미없다?

이해가 아닌 암기식 수업은 곤란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평면으로 된 사진이나 텍스트 위주의 수업을 들은 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념이나 원리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에 치중하게 된

다면 더욱 과학 과목을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3D로 직접 체험하는 과학 수업

디큐브는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3D 입체 모델을 통해 60도 회전은

물론 확대, 축소해가며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 과목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안된 3D 과학 전문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디큐브는 과학과목 특성상 개념 설명이나 실체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인체 

및 화산과 지진, 지구와 달)을 3D로 실체화하여 초·중학교 커리큘럼에 맞춰 구성

한 과학전문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조작이 쉬워 3D 모델을 직접 컨트롤함으로써 구체

적인지식 습득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3차원 인터랙티브 과학 

교육용소프트웨어입니다.

■  혁신적인 3차원 과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  3D 모델의 조작 및 관찰을 통한 Interactive Education

■  쉽고 간편한 저작도구 기능이 포함되어 전자 칠판과 바로 연동 가능

■  초·중학교 7차 교과과정에 맞춘 엄선된 과학용 3D 소프트웨어

■  360도 회전 및 확대, 이동이 자유로워 어려운 과학 개념을 쉽게 설명

■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소프트웨어 작동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직관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적용



기/능

■  확대/축소                               ■  부분선택보기 / 전체선택보기                   

■ 투명/일반보기                          ■  위치 이동 및 복귀, 회전기능   

■  판서(저작도구) 및 저장기능      ■  객체 뷰어 및 동영상 재생 기능

제품 구성군 ┃ 1USER ┃ 5 USERS ┃ 10 USERS ┃ 학교사이트

www.d3s.co.kr

   
우리의 몸 과 구조   

정확하고 상세한 인체의 3D 모델링을 활용,‘우리의 몸’내부 기관의 위치, 

모양, 기능 등 접근 및 개념화가 어려운 부분을 직접 3D를 통해 학습 및 체험

9개 인체 영역과 118개 인체 세부 영역으로 세분화 중요 부분 3D 동영상 

자료 별도 제공으로 학습 효과를 높임

투명보기를 통해 내부 장기까지 선명히 볼 수 있어 학습 능력 향상

360도 회전 및 확대/축소, 위치이동, 원위치 복구 기능 등의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조절 기능

 

   
화산 과 지진

‘화산과 지진’의 지질 현상, 지각 변동 등 복잡한 지질학적 내부과정을   

개념화하여 단면, 내·외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소 등의 전문기관과 분야별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통한 

정확한 검증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

모형, 기구보다 입체감과 현실성을 높여 학습 효과가 탁월하며 정확한 

개념 인지 가능

일반적인 동영상 콘텐츠와 차별되는 체험이 가능한 학습 기능

   
지구 와 달

‘지구와 달’의 시공간 이해와 체험을 통한 3차원 3D학습 및 실습 기능

달 모습과 위치의 변화 관측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 주기 속도 조절 및 일시 정지 기능 (0~100%)

3D 모델링을 통해 지구와 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

달의 움직임과 변화를 학습자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

구/성

3D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