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studio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디지털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합니다.

What
We
Do

티와이스튜디오는 뉴미디어 인터렉티브 콘텐츠와 모션그래픽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로써,
콘텐츠 특성에 맞춘 기술 및 시스템을 자체 개발, 공급합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디자이너들과 예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개발진이 모여,
누구나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듭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디자인,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 끊임 없는 연구 개발은 TYstudio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티와이스튜디오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프로덕션 디자이너들과 개발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비주얼 디자인 위에 실현되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는 보다 매혹적인 사용자 경험(UX)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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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s

Interactive Contents

Mixed Reality Contents

New media Performance

인터랙티브 콘텐츠

VR, AR 융합 콘텐츠 및 홀로렌즈 기술

Art & Technology / 융복합 뉴미디어 아트

Digital Signage

VR & AR

Projection Mapping

미디어 테이블, 키오스크

360영상부터 인터랙티브 VR 게임 및 AR

프로젝션 맵핑

Motion Graphics

UX / UI

Hologram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TV idents

최적의 솔루션 디자인

홀로그램

Exhibitions

Show & Events

Stage Design

국내외 기업 전시 콘텐츠

기업 프로모션, 모터쇼, 프리젠테이션

공연 예술, 무대 미술

Video Productions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TV 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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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tudio는 기획자와 프로그래머,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이 함께 협업합니다.

Our
Team

팀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으로 이끕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열정과 도전이며, 이를 통해 성취되는 모든 것이 TYstudio의 원동력이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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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디렉터

프로덕션팀

개발팀

3D design

UI 개발

2D design

프로그래밍

Motion graphic

프로토타이핑

VFX

테스트

테크니컬 디렉터

TYstudio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와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ork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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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oﬀ Meeting

Ideation & Planning

UX / UI Design

Consulting

Stodyboarding

Production

Pre-visualization

Programming

Technical Planning

Prototyping & Testing

Post-production

Previews & Testing

Projects
Date

Client

2018.10

현대일렉트릭

Project Contents

Our Roles

SIEF 2018 현대일렉트릭 전시 콘텐츠 제작

인터랙티브 VR 360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인터랙티브 AR 콘텐츠 개발 및 제작

2018.05

한화큐셀

SNEC 2018 한화큐셀 전시 콘텐츠 제작

립모션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개발 및 제작/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제작 및 시스템 개발

2018.05

LS 전선

LS 전선 구미 / 인동 쇼룸 전시 콘텐츠 제작

터치 테이블과 대형 스크린 연동 시스템 개발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및 제작

2018.03

LG 화학

EV Trend Korea 2018 LG 화학 MR 체험존

홀로렌즈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MR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터치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

2018.02

이정연댄스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프로듀서협회 주최
4IR 공연예술 스테이지 공연 ‘Lucid Dream’

MR HMD 동기화 및 콘트롤 시스템 개발, MR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홀로그램 영상 제작 및 프로젝션 매핑/ LED 조명 콘트롤 및 연출

2017.11

SBS funE

SBS funE 윈터홀리데이 & 신년 채널 ID 제작

2017.09

만도

IAA 2017 만도 전시 콘텐츠 제작

3D 자동차 매핑 연출 및 시스템 운용/
터치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개발

2017.09

LG 화학

KSGE 2017 LG 화학 전시 콘텐츠 제작

3면 영상 제작 및 동시 제어 운용 시스템 개발 / LED 월 영상 제작

2017.09

LSIS

KSGE 2017 LSIS 전시 콘텐츠 제작

LED 월 영상 제작

2017.09

VitzroEM

KSGE 2017 VitzroEM 전시 콘텐츠 제작

인터랙티브 터치 키오스크 제작 및 시스템 개발

2017.08

이정연댄스프로젝트

FIDCDMAX 2017 공연 ‘Smile Mask Syndrome’

무대 영상 제작 및 프로젝션 매핑

2017.06

MBC every1

MBC every1 10주년 기념 채널 ID 제작

2017.05

LG 화학

InterSolar Europe 2017 LG 화학 전시 콘텐츠 제작

2D, 3D 모션 그래픽 영상 제작

2017.04

LSIS

2017 Hannover Messe 전시 콘텐츠 제작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제작 및 시스템 개발/ LED 월 영상 제작

2017.03

만도

2017 서울모터쇼 만도 전시 콘텐츠 제작

3D 자동차 매핑 연출 및 시스템 운용/
립모션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개발 및 제작/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게임 이벤트 존 시스템 운용, 개발 및 제작/
미디어 월 프로젝션 매핑 연출

2017.03

르노삼성

2017 서울모터쇼 르노삼성 인스톨레이션 제작

다채널 디스플레이 (다면영상) 인스톨레이션 시스템 개발 및 운용

2017.02

LG 전자

MWC 2017 LG G6 프리젠테이션 제작

2016.12

MBC every1

MBC every1 예능프로그램 ‘히트제조기’ 오프닝 타이틀 제작

2016.11

만도

만도 현대테크쇼 프리젠테이션 제작

2016.10

L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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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E 2016 LSIS 전시 콘텐츠 제작

터치 테이블과 LED 미디어 월 연동 시스템 개발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터치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개발

Projects
2016.10

LG 화학

KSGE 2016 LSIS 전시 콘텐츠 제작

LED 미디어 월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개발

2016.06

국립극장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2016-2017 발표회 영상 제작

영상 제작 및 무대영상 오퍼레이팅

2016.05

SBS Plus

SBS Plus 2016 Manifesto 영상 연출 및 제작

2016.01

제주왈종미술관

제주 왈종미술관 미디어아트 연출 및 제작

동작감지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개발

2015.12

경기관광공사

경기 MICE 뷰로 빔버타이징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션 매핑 애니메이션 연출 및 제작

2015.11

이정연댄스프로젝트

대학로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 공연 ‘Smile Mask Syndrome’

무대 영상 제작 및 프로젝션 매핑/ 오퍼레이팅
동작감지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멀티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발,
20개의 다면 영상 동기화 및 제어/ 6K급 고해상도 영상 제작

2015.10

아디다스

아디다스 ‘클라이마히트’ 컬렉션 론칭 미디어 콘텐츠 제작

2015.08

SBS Plus

SBS Plus 예능프로그램 ‘셰프끼리’ 오프닝 타이틀 및 범퍼 제작

2015.07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놀이의 품격’ 무대 영상 연출 및 오퍼레이팅

2015.05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하림 좋은밤 콘서트 ‘야호(夜好)’

영상 제작 및 무대영상 오퍼레이팅

2015.05

울산고래축제

울산고래축제 프로젝션매핑 오프닝 쇼 연출

프로젝션 매핑 영상 제작

2014.10

한국광고대회

한국광고대회 & 대한민국광고대상 무대영상 제작

영상 제작 및 무대영상 오퍼레이팅
다수 터치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및 개발/
크로마키 제스쳐 인식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S3D 극장용 단편애니메이션 ‘물에 가둔 불’ 제작

2014.08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전시 콘텐츠 제작

2014.07

SBS Medianet

SBS Medianet 2014 Summer Station ID 영상 제작

2013.10

경찰청

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제작

2013.10

대한민국에너지기술관

대구세계에너지총회(WEC) 대한민국에너지기술관 콘텐츠 제작

제로카본그린홈’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2013.03

쌍용

2013 서울모터쇼 쌍용 전시 콘텐츠 제작

자동차 인도어 프로젝션 매핑/ 전시 영상 제작 및 운용

2013.03

경신

2013 서울모터쇼 경신 전시 콘텐츠 제작

LED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개발

2013.03

만도

2013 서울모터쇼 만도 전시 콘텐츠 제작

터치 키오스크 제작 및 시스템 개발

2012.12

삼성전자

삼성 LEDTV 이벤트 팝업 스토어

인터랙티브 다면 영상 시스템 구축

2012.11

한국광고대상

한국광고대상 시상식 콘텐츠 제작

무대영상 제작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 제작

2012.05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VIP 전시관 콘텐츠 제작

터치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개발/ 전자 방명록 시스템 개발/
미디어 테이블 제작 및 개발

2012.03

포스코

여수엑스포 포스코관 전시 콘텐츠 제작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 제작

2012.01

코트라

자나드리아축제 한국관 전시 콘텐츠 제작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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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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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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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F 2018

Hyundai Electric

Seoul, Korea
인터랙티브 VR 콘텐츠
AR 콘텐츠
Our Tasks_
UX/ UI Design
SW 개발
시스템 설계
콘텐츠 제작

SNEC 2018
Hanwha QCELLS
Shanghai, China
립모션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터치 키오스크
Our Tasks_
UX/ UI Design
SW 개발
시스템 설계
콘텐츠 제작

EV Trend
Korea 2018
LG Chem

Seoul, Korea
홀로렌즈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MR 콘텐츠
터치 키오스크

Our Tasks_
UX/ UI Design
SW 개발
시스템 설계
콘텐츠 제작

IAA 2017
Mando

Frankfurt, Germany
3D 자동차 맵핑
터치 키오스크
Our Tasks_
프로젝션 맵핑
SW 개발
시스템 설계
콘텐츠 제작

Seoul Motor
Show 2017

Mando

Seoul, Korea
3D 자동차 맵핑
립모션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키넥트 기술을 활용한 이벤트 게임
터치 키오스크

Our Tasks_
프로젝션 맵핑
SW 개발
시스템 설계
콘텐츠 제작

KSEG 2016
LSIS

Seoul, Korea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터치 키오스크
Our Tasks_
UX/ UI Design
SW 개발
시스템 설계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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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R 공연예술
스테이지 공연
Lucid Dream
Seoul, Korea
MR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홀로그램
LED

Our Tasks_
MR 기술 자체 개발
SW 개발
시스템 설계
콘텐츠 제작

201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3 SK허브그린 2010

Contact
Us

tystudio17@gmail.com
www.tystu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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