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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소설에서‘치즈’는 변화에 적응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진보해야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과거보다 더 빠르고 신속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IT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변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진보해서 세상이 원하는 치즈를 얻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엇인가를 목표로하여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얻어낸 후 우리만의

생각과 스타일로 재창조를 할 것입니다. ‘치즈를 얻어내고 그것을 우리의 스타일과 정신으로 새로운 치즈케이크를 만들자!’는 모토아래 생겨난 회사가 바로 ‘치즈케이크’ 입니다.

즉, ‘치즈케이크’는 새로운 도전과 창조, 혁신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치즈케이크’는 21세기를 주도하는 IT기업으로써 동작 인식 솔루션, 플래시 컨텐츠, 웹컨텐츠, 3D 컨텐츠 등 웹에서 구현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해 멀티 미디어 디자인으로써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케팅 수단의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스토리텔링을 통해 멀티 미디어 디자인으로써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케팅 수단의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즈케이크’의 이런 진보적, 혁신적 정신과 첨단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혁신적인 컨텐츠의 기본 바탕이 되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으로는 겸손, 밖으로는 혁신과 진취를 기본으로 삼는 기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Cheesecake ? 

e-mail : master@icheesecake.co.kr

Phone : 02  667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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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IVE  & FLASH & WEB CONTENTS & 3D CONTENTS(주)치즈케이크



(주)치즈케이크 법인변경2017.05

능률교육 디즈니 잉글리쉬 애니메이션 제작2016.11 ~ 2017.07

시사YBM 3D애니메이션 제작2016.07 ~ 2018.12

스마트스터디(삼성출판사)의 ‘핑크퐁’시리즈 제작2016.01 ~ 2017.04

문깡어학원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2015.03 ~ 2016.12

CJ에듀케이션즈 아동교육용 콘텐츠 애니메이션 제작 2013.09 ~ 2013.12

2013.06 ~ 2015.06

비상교육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2013.01 ~ 2013.06

Why? kids 똥 게임어플 제작2012.09 ~ 2013.02

Daum 키즈짱 학습용 게임어플 제작2012.08 ~ 2012.11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한 GM작물 교육프로그램” 개발(40차시)2012.09 ~ 2012.12

2011.02 ~ 2012.04 두산중공업 Cyber BPI 및 공통직무교육과정 e-Learning contents 개발(80차시)

2011.04 (주)씨씨 법인설립

 ~ 2010.04 한솔 및 튼튼영어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_ 주요연혁(1)History

INTERACIVE  & FLASH & WEB CONTENTS & 3D CONTENTS(주)치즈케이크



_ 주요연혁(2)

휴크리에이티브 인천안전체험관 영상 제작중2019.07 ~ 진행중

퍼니플럭스 슈퍼윙스 동요 챈트 3차 제작중2019.05 ~ 진행중

삼성전자 씨랩 Homex 제품 홍보영상 제작2019.05 ~ 2019.06

풍산 업체 홍보영상 제작2019.03 ~ 2019.04

퍼니플럭스 슈퍼윙스 동요 챈트 2차 제작2018.10 ~ 2019.05

직방 광고영상 제작2018.09 ~ 2018.10

KB카드 보안영상 제작2018.08 ~ 2018.09

퍼니플럭스 엄마까투리 동요 율동 영상 제작2018.07 ~ 2018.09

퍼니플럭스 슈퍼윙스 동요 챈트 1차 제작2018.04 ~ 2018.08

대교 소빅스 전집 1,2,3차 제작2018.03 ~ 2019.02

2017.09 ~ 2018.04 문깡 문법 초ㆍ중등 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교원 빨간펜 스마트 라이브러리 원화 및 애니메이션 1,2,3차  제작2017.03 ~ 2017.11

History

INTERACIVE  & FLASH & WEB CONTENTS & 3D CONTENTS(주)치즈케이크



3D Contents 
3D Animation

3D VR/AR

(동작 인식 솔루션)
Interactive Contents

Web Contents 
Web Design

Web Promotion

Flash Animation

Flash Game

E-Learnig

Flash Contents

2D 컨텐츠(애니메이션, 디자인)에 만족하지 않는 현재 트랜드가

요구하는 3D기술 보유

트렌드에 맞추어 3D기술 보유04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코드를 사용해 컨텐츠의

외적인 질과 함께 내적인 질도 향상 

고품격 디자인과 깔끔한 코드를 활용한
웹컨텐츠 제작03
두산 동아, 한솔, CJ을 비롯한 대형 업체들과 사업연계를

통한 체계화 된 기획 및 제작능력 입증

대형 기업들과의 연계사업을 통한 고품격
플래시 컨텐츠의 제작02

키보드와 마우스, 그 외의 제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캠이나 카메라, 그 외의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동작 인식

솔루션을 통해 자유롭고 손쉽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동작 인식 솔루션을 통한 인터렉티브
컨텐츠 제작01

치즈케이크는 동작 인식 솔루션, 플래시 컨텐츠, Web 컨텐츠, 3D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_ 사업 영역Business Scope

INTERACIVE  & FLASH & WEB CONTENTS & 3D CONTENTS(주)치즈케이크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ANIMATION CONTENTSCONTENTS(주)스마트스터디CLIENT

(주)스마트스터디의 챈트송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비트맵이미지, 벡터이미지를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러닝타임은 짧지만 캐릭터의 중간동작을 많이 삽입하여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완성도 있는 움직임은  완성도 있는 노래와 합쳐져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였다.

스마트스터디 상어가족 챈트 애니메이션

SMARTSTUDY
SMARTSTUDY Shark family Chant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ANIMATION CONTENTSCONTENTS(주)스마트스터디CLIENT

(주)스마트스터디의 챈트송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비트맵이미지, 벡터이미지를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러닝타임은 짧지만 캐릭터의 중간동작을 많이 삽입하여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완성도 있는 움직임은  완성도 있는 노래와 합쳐져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였다.

스마트스터디 챈트 애니메이션

SMARTSTUDY
SMARTSTUDY Animal Chant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ANIMATION CONTENTSCONTENTS(주)스마트스터디CLIENT

(주)스마트스터디의 챈트송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비트맵이미지, 벡터이미지를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러닝타임은 짧지만 캐릭터의 중간동작을 많이 삽입하여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완성도 있는 움직임은  완성도 있는 노래와 합쳐져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였다.

스마트스터디 챈트 애니메이션

SMARTSTUDY
SMARTSTUDY Pinkfong Chant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ANIMATION CONTENTSCONTENTS(주)퍼니플럭스CLIENT

(주)퍼니플럭스의 챈트송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비트맵이미지, 벡터이미지를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러닝타임은 짧지만 캐릭터의 중간동작을 많이 삽입하여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완성도 있는 움직임은  완성도 있는 노래와 합쳐져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였다.

퍼니플럭스 슈퍼윙스 챈트 애니메이션

FUNNYFLUX
FunnyFlux Superwings Chant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AFTER EFFECTS & FLASH ANIMATION & PHOTOSHOP CONTENTSCONTENTS(주)퍼니플럭스CLIENT

율동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탈인형을 쓰고 촬영한 영상과 벡터이미지, 비트맵이미지를 합성하여 재미있고 화려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실물과 가상캐릭터의 조화와 재미있는 노래,

다양한 동작들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켰다.

퍼니플럭스 엄마까투리 율동 애니메이션

FUNNYFLUX
FunnyFlux Katuri Rhythm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ANIMATION & PHOTOSHOP CONTENTSCONTENTS(주)능률교육CLIENT

디즈니 애니메이션 장면을 활용한 비트맵 애니메이션으로, 벡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향상된 작품이다. 거기에 따뜻한 배경음과 적절한 효과음을 통해

동화책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각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 넣은 것이 이 컨텐츠의 특징이라 할수 있다.

능률교육 디즈니 잉글리쉬 애니메이션

NEUNGYULE
Neungyule Disney English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3D MAX & FLASH ANIMATION & PHOTOSHOP CONTENTSCONTENTS(주)교원CLIENT

원화작업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여, 질높은 콘텐츠를 완성하였고, 정교한 애니메이이션 작업을 통해 학습내용을 정확히 아이들에게 전달하였다. 2D와 3D를 사용하여

학습의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교원 빨간펜 스마트 라이브러리 애니메이션

KYOWON
Kyowon Smart Library Animation



CHEESECAKEFLASH & 2.5D ANIMATION CONTENTS한솔교육

현재 트렌드에 맞는 3D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3D의 경제적, 시간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D를 접목시켜 컨텐츠의 성격을 확실히 하고, 실험적 방법을 통해 아동 컨텐츠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자연을 배경으로 해 아동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동물화 된 캐릭터를 이용함으로써 즐거운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한솔교육 애니메이션

HANSOL EDUCATION
HANSOL EDUCATION 2.5D Animation



CHEESECAKEFLASH & 2.5D ANIMATION CONTENTS한솔교육

현재 트렌드에 맞는 3D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3D의 경제적, 시간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D를 접목시켜 컨텐츠의 성격을 확실히 하고, 실험적 방법을 통해 아동 컨텐츠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자연을 배경으로 해 아동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동물화 된 캐릭터를 이용함으로써 즐거운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한솔교육 애니메이션

HANSOL EDUCATION
HANSOL EDUCATION 2.5D Animation



CHEESECAKEFLASH & 2.5D ANIMATION CONTENTS한솔교육

동화책을 활용한 교육 컨텐츠로써 원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책이 펼쳐지는 부분을 3D로 제작하였고, 책안의 내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컨셉으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아동들의 상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실현 시켰다.

한솔교육 애니메이션

HANSOL EDUCATION
HANSOL EDUCATION 2.5D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 3D ANIMATION CONTENTSCONTENTS튼튼영어CLIENT

위 애니는 직접 제작자의 손을 찍고 종이를 활용하고, 실제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담은 셀 애니메이션이다. 거기에 벡터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실과 가상을 공존시켜 기존의

교육컨텐츠에서 보기 힘든 부분을 흥미롭게 표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컨텐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튼튼영어 주니어 애니메이션

TUNTUN ENGLISH JUNIOR
TunTun English Junior Cell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 3D ANIMATION CONTENTSCONTENTS튼튼영어CLIENT

튼튼영어의 동화책을 활용한 동화 애니메이션으로, 교재 이미지를 활용하여 벡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향상된 작품이다. 거기에 따뜻한 배경음과

효과음을 통해 동화책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각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 넣은 것이 이 컨텐츠의 특징이라 할수 있다.

튼튼영어 주니어 애니메이션

TUNTUN ENGLISH JUNIOR
TunTun English Junior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 3D ANIMATION CONTENTSCONTENTS튼튼영어CLIENT

튼튼영어의 동화책을 활용한 비트맵 애니메이션이지만 인트로 외 몇몇 부분에 벡터 애니메이션을 삽입함으로써, 비트맵 애니메이션의 장점과 벡터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혼합하였다. 이런 시도는 

단순히 표면적인 재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다양성과 이미지의 고퀄리티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이 이 컨텐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튼튼영어 주니어 애니메이션

TUNTUN ENGLISH JUNIOR
TunTun English Junior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FLASH ANIMATION CONTENTSCONTENTSCJ 에듀케이션즈CLIENT

CJ의 챈트송 애니메이션으로써 비트맵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여느 비트맵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다양한 동작이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전체의 퀄리티를 높였다. 또한 고급스런 챈트송은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과 어우러져 기존의 비트맵 애니메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를 보여준다.

CJ 챈트 애니메이션

CJ EDUCATIONS
CJ Bitmap Chant Animation



CHEESECAKE PRODUCTION2D&3D ANIMATION CONTENTSCONTENTS

치즈케이크의 자체컨텐츠 "치즈주니어핑코"의 인트로 애니메이션으로 정적인 배경은 3D이미지를, 동작이 다양한 캐릭터는 벡터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시험적이며 고퀄리티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였다.

또한, 20종 이상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흥미를 최대한 끌 수 있는 컨텐츠이다.

치즈주니어핑코 애니메이션

CHEESE JUNIOR PINKO
Cheese Junior Pinko 3D & 2D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2D ANIMATION CONTENTSCONTENTS문깡 외국어학원CLIENT

문깡 외국어학원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캐릭터 및 콘티, 애니메이션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반 플래시 애니메이션보다는 많고 셀애니보다는 적은 프레임을 사용하여 시간은 단축시키고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제작하였다. 이런 효율적 제작방법의 개발이 이 콘텐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느낌의 그림체는 외국어학원의 특성에 잘 맞도록 표현되었다.

문깡 외국어학원 주니어 애니메이션

MOONKKANG JUNIOR ENGLISH
MoonKkang Junior English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2D & 3D ANIMATION CONTENTSCONTENTS문깡 외국어학원CLIENT

트렌드에 맞게 배경을 3D로 제작하고 높은 단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2D 캐릭터를 선택하여 경제적인 고퀄리티의 성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런 실험적인

제작 방법을 통해 교육콘텐츠가 갖아야할 흥미요소를 극대화하였고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합리적인 루트를 제시한 예라 할 수 있다.

문깡 외국어학원 성인 애니메이션

MOONKKANG ENGLISH
MoonKkang English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2D & 3D ANIMATION CONTENTSCONTENTS문깡 외국어학원CLIENT

트렌드에 맞게 배경을 3D로 제작하고 높은 단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2D 캐릭터를 선택하여 경제적인 고퀄리티의 성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런 실험적인

제작 방법을 통해 교육콘텐츠가 갖아야할 흥미요소를 극대화하였고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합리적인 루트를 제시한 예라 할 수 있다.

문깡 외국어학원 성인 애니메이션

MOONKKANG ENGLISH
MoonKkang English Animation



CHEESECAKEPRODUCTION2D ANIMATION CONTENTSCONTENTS문깡 외국어학원CLIENT

문깡 외국어학원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애니메이션이다. 배경을 실사로 사용하여 이미지 퀄리티를 Develop 시킨 반면 배경을 제작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정으로 단시간에 다량의 고퀄리티 애니를 제작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문깡 외국어학원 성인 애니메이션

MOONKKANG ENGLISH
MoonKkang English Animation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MOTION RECOGNITION TECHNOLOGY CONTENTSCONTENTS

치즈케이크에서 2011년 부터 중소기업청과 서울 애니메이션의 지원을 받으며 개발중인 동작인식 아동 교육 컨텐츠이다. 기존에 음성인식까지만 지원되던 온라인 아동 교육 컨텐츠의 한계를 분석하고

현재 교육 트렌드를 알아본 결과 저가 기기를 사용하는 동작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고가 동작인식 기기를 사용하던 이전의 컨텐츠와는 달리 저가의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컨텐츠의

대중화에 정당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치즈주니어핑코 동작인식 교육 컨텐츠

CHEESE JUNIOR PINKO CONTENTS
Cheese Junior Pinko  Educational Online Content



CHEESECAKE PRODUCTIONFLASH E-LEARNING CONTENTSCONTENTS튼튼영어CLIENT

위 튼튼영어 주니어 컨텐츠는 음성인식을 활용한 인터렉티브 컨텐츠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퀄리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은 컨텐츠이다.

종이 재질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오브젝트의 입체적 배치는 아동들의 공간감을 향상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튼튼영어 주니어 e-Learning Contents

TUNTUN ENGLISH CONTENTS
TunTun English Junior Speaking & Reading & Wrighting e-Learning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FLASH E-LEARNING CONTENTSCONTENTS한솔교육CLIENT

다양한 컨셉을 표현한 이러닝 컨텐츠로서 2D로 표현한 타 컨텐츠와는 다르게 3D 느낌을 가미하여 디자인 퀄리티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로 하여금 컨텐츠를 좀더

흥미롭게 사용하고 그 결과 교육적 효과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솔 주니어 디킨즈 e-Learning Contents

HANSOL JUNIOR DICKENS 
Hansol Junior Dickens Speaking & Reading & Wrighting e-Learning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FLASH E-LEARNING CONTENTSCONTENTS한솔교육CLIENT

3d와 2d를 접목시킨 컨텐츠로서 인형극을 모티브로 하여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단순하고 딱딱한 그런 컨텐츠가 아닌 사용할 때 하나하나 흥미적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 이 컨텐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공부를 위해 인형극을 보는것이 아니라 인형극을 보다보면 공부가 되는 것이 이 컨텐츠의 큰 장점인 것이다.

한솔 주니어 디킨즈 e-Learning Contents

HANSOL JUNIOR DICKENS 
Hansol Junior Dickens Speaking & Reading & Wrighting e-Learning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FLASH E-LEARNING CONTENTSCONTENTS한솔교육CLIENT

3d와 2d를 접목시킨 컨텐츠로서 인형극을 모티브로 하여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단순하고 딱딱한 그런 컨텐츠가 아닌 사용할 때 하나하나 흥미적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 이 컨텐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공부를 위해 인형극을 보는것이 아니라 인형극을 보다보면 공부가 되는 것이 이 컨텐츠의 큰 장점인 것이다.

한솔 주니어 디킨즈 e-Learning Contents

HANSOL JUNIOR DICKENS 
Hansol Junior Dickens Speaking & Reading & Wrighting e-Learning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FLASH E-LEARNING CONTENTSCONTENTS한솔교육CLIENT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컨텐츠로써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탑재되었다. 동화책을 읽으며 직접 단어를 인식시켜 공부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적 요소뿐 만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워진 컨텐츠가 되었다. 

한솔 주니어 디킨즈 e-Learning Contents

HANSOL JUNIOR DICKENS 
Hansol Junior Dickens Speaking & Reading & Wrighting e-Learning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FLASH E-LEARNING CONTENTSCONTENTS두산중공업CLIENT

두산 중공업의 신입사원 및 일반사원의 학습을 위한 교육 컨텐츠로서 나레이션에 맞춰 학습하는 기존 컨텐츠에서 벗어나 동영상을 보면서 관련한 내용을 우측 내용창에 나타나게하여 교육 효과를 증가시킨

컨텐츠이다. 또한 동영상을 자유자재로 이동 시킬수 있고 내용창 또한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많은 기능이 탑재된 e-Learning 컨텐츠는 추후 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거라 전망해 본다.

두산중공업 e-Learning Contents

DOOSAN BPI&BJT CONTENTS
Doosan BPI&BJT e-Learning Online Contents



TECHNOLOGY



CHEESECAKEPRODUCTIONMOTION RECOGNITION TECHNOLOGY CONTENTSCONTENTS

치즈케이크에서 2011년 부터 중소기업청과 서울 애니메이션의 지원을 받으며 개발중인 동작인식 아동 교육 컨텐츠이다. 기존에 음성인식까지만 지원되던 온라인 아동 교육 컨텐츠의 한계를 분석하고

현재 교육 트렌드를 알아본 결과 저가 기기를 사용하는 동작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고가 동작인식 기기를 사용하던 이전의 컨텐츠와는 달리 저가의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컨텐츠의 대중화에 정당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치즈주니어핑코 동작인식 교육 컨텐츠

CHEESE JUNIOR PINKO CONTENTS
Cheese Junior Pinko  Educational Online Content



CHEESECAKEPRODUCTION3D AUGMENTED REALITY CONTENTSCONTENTS과천 국립과학관CLIENT

증강 현실을 이용한 3D 컨텐츠이다. 퀄리티 면에서도 여타 증강 현실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고 움직임 또한 자연스럽기 때문에 기술과 디자인 측면에서 훌륭한

컨텐츠를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3D증강현실 교육 컨텐츠 

3D AUGMENTED REALITY
3D Augmented Reality Education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FLASH MOTION RECOGNITION CONTENTSCONTENTS유진로봇 주식회사CLIENT

직접 행동을 통한 학습방법을 동작인식이란 기술로 웹컨텐츠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컨텐츠의 발전을 통해 사용자들의 학습방법을 새로이하고 나아가서는

‘학습방법에 대한 혁명을 주도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모션인식 게임 컨텐츠

MOTION RECOGNITION GAME
Motion Recognition Interactive Contents



CHEESECAKEPRODUCTIONFLASH & 3D WEB CONTENTSCONTENTS에이스로봇 주식회사CLIENT

제품의 모양과 동작 방법, 부수 제품에 대한 설명을 3D와 2D를 접목시켜 표현한 컨텐츠로써 3D로만 표현할 경우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낸 컨텐츠이다.

그리고 제품을 360도 회전시켜 여러 측면에서 관찰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3D 제품 카달로그 컨텐츠

3D WEB CONTENTS
3d Web Catalogue 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