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YZ COMPANY BRIEF
mail site office

jys@playz.co.kr www.playz.co.kr 02_6956_7888



02

03

04

05

06

07

11

36

OVERVIEW 

VISION

HISTORY

AWARDS

PROJECTS PROCESS

SERVICE

OUR WORKS

CONTACT

Contents



플레이즈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젼시기반 3D 영상제작 및 기업 홍보영상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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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플레이즈'PLAYZ'는 홍보 영상제작 및 3D시뮬레이션 전문 제작기업입니다.  고객사의 스토리에 따뜻한 감성을 더하고 고객사만의 경쟁력을 부각시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영상콘텐츠를 만듭니다. 기술기반의 트랜드를 선도하는 미션을 해결하기위하여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진 디자이너, 글로벌기업의 비즈니스를 해결해온 기획자, 온오프라인에 구애받지않는 

마케터등의 정예 멤버 및 기타 업계최고의 파트너사들과 폭넓고 깊은 파트너쉽을 유지하며 동종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특별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플레이즈의 각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WE CREATE 3D ANIMATION & 3D MODELING FOR YOU!

고객에게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CREATIVE SERVICE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업계평균 15년 이상의

숙련된 제작자가 함께 합니다.

CORE INFOMATION

복잡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상으로 구현한 명쾌한 해석,

스마트한 영상 제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ASY TO SERVICE

제품시연, 사내외교육, 서비스PR,

시뮬레이션 등에 필요한

다양한서비스 등을

온오프라인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TO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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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Mission & Core Value

Vision

VISION
Creative 중심

MISSION
고객을 위한 온라인 트렌드의 해결

CORE VALUE
직원의 가치실현과 함께하는 밝은회사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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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4
(주)한화 웹사이트 리뉴얼 수행 

(웹어워드코리아 대기업 제조업부문 최우수상)

존슨앤존슨 8개 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고도화 수행

한화 L&C 웹 접근성 개편 및 인증마크 획득 수행

삼성닷컴 글로벌 feature 제작 수행

에스티로더 코리아 갈색병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수행

KB국민은행 스마트 금융 모바일 플랫폼 리브 수행

(스마트앱어워드코리아 정보관리 분야 대상)

삼성전자(NexGen, 한국총괄) 웹사이트 리뉴얼 수행

SK케미칼 웹사이트 리뉴얼 수행

한화 S&C 디자인 리뉴얼 및 웹접근성 수행

(웹어워드코리아 대기업종합 부문 대상) 

아베다코리아 살롱 웹사이트 구축 수행

2016

2018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의료용 영상제작

이왕코리아 하이퍼튜브 산업용 영상제작

디티에스엠지 탈모치료 영상제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소개 영상제작

일본 대동건설CF 영상제작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산업용 영상제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영상제작

한국재료연구원 영상제작

TSK 엔지니어링 영상제작

청주시 정책비전 홍보영상제작

에스앤비엔지니어링 덤웨이터 영상제작

나노코리아 나노소재 영상제작

비주얼넷 광학테그 블록체인 영상제작

진성형외과 시술 영상제작

2019

2020
센트랄 자동차부품 3D VR 웹GL 앱개발

재료연구소 플라즈마 영상제작

삼진제약 영상제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로나 영상제작

카이스트 감염병 대응 영상제작

포스텍 위성 영상제작

부산 서구 모노레일 영상제작

그린피스 영상제작

특별함을 경험한 업계 최고의 구성원들과 플레이즈는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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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2018 SMART APP AWARD KOREA 의료부문 대상 수상

2018 WEB AWARD KOREA 기업 제품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 SMART APP AWARD KOREA 교육부문 대상 수상

2016 SMART APP AWARD KOREA 정보관리 부문 대상 수상

2015 WEB AWARD KOREA 금융일반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4 WEB AWARD KOREA 대기업종합 부문 대상 수상

2013 WEB AWARD KOREA 대기업 제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1 WEB AWARD KOREA 제품브랜드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1 SMART APP AWARD KOREA 교통여행 부문 우수상 수상

2009 WEB AWARD KOREA 패션문 부문 우수상 수상

2008 WEB AWARD KOREA 컨버젼스 이노베이션 부문 대상 수상

2008 WEB AWARD KOREA 통신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2007 WEB AWARD KOREA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 수상

2006 WEB AWARD KOREA 문화레저 부문 우수상 수상

Exclusiveness companies with experience 



Maximize the efficiency of your business throug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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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Process

1
IA &

Co-Planning
Designing &

Modeling
Project

Launching
Initiation Analysis &

Strategy

2 3 4 5

서비스 개시는 새로운

경험의 시작입니다.

정의된 과업에 따라

최적화된 TF구성으로

고객서비스의 시작을

함께 합니다.

Bizgoal interview
Customer persona

3C분석을 통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다양한 아이데이션

방법론을 통해 최고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Trend report
Benchmarking

Ideation

수립된 전략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정보구조설계가

작성되고, TF전원이

고민하는 Co–Work 과정을

통해 시안 제작 및 설계를

완성합니다.

Information architecture
Co–creation workshop

Concept report

스마트한 3D 디자인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크리에이티브

가치를 극대화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Service blueprint
Task flow

프로젝트 런칭과

더불어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용자의 특별한

비주얼 경험을 제공합니다.

All screen investigation
Advanced think

플레이즈는 고객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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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3D 영상제작 SNS영상마케팅 브랜딩홍보영상제작 웹에이젼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ET THE AUTHOR YOU CAN TRUST [pla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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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Renovation Multimedia Interactive

특수촬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상의 동적모델을 이용한 3D Simulation 동영상을 활용할 경우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여러 현상을 통해 필요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홍보
영상

홍보영상제작

기업홍보영상제작

03
제품시연

영상

04
공연홍보

영상

02

방송광고

05

교육영상

06

창작영상

07

의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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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CG 제품모델링 건축시뮬레이션 VR / AR
제품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영화와 방송 CG에서부터 캐릭터 Animation, 제품 모델링, 건축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키고, 다양한 표현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3D GRAPHICS

3D GRAPHICS

www.playz.co.kr

3D Animation
Dream Renovation Multimedia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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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Renovation Multimedia Interactive

3D Animation

3D 디자인은 2D에 비해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 결과물을 쉽게 이해시키며 어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의뢰는 2D로 기본적인 디자인 후 3D 작업까지 제작하는 경우와 관련업체 의뢰 시 기본적 계획이나 스케치 또는 2D 디자인을 제공하여 플레이즈의 3D Modelling 디자인으로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디자인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3D Creative Design

3D Modelling 3D Simulation VR 3D Designing

www.playz.co.kr



Our Works



홍보영상제작 KDB산업은행 https://youtu.be/F4CoEBnPvzo

https://youtu.be/F4CoEBnPvzo


홍보영상제작 한국타이어 https://youtu.be/BE1mGG3SgJ0

https://youtu.be/BE1mGG3SgJ0


홍보영상제작 한국가스공사 https://youtu.be/uaf_d9d27ZU

https://youtu.be/uaf_d9d27ZU


홍보영상제작 코트라 https://youtu.be/liXFu5DGYmc

https://youtu.be/liXFu5DGYmc


홍보영상제작 바이오 의약품 비앤씨 https://youtu.be/YEtuPyH9-t0

https://youtu.be/YEtuPyH9-t0


3D시뮬레이션 제작 하수관 관로 보강 보수공사 https://youtu.be/MnyZMpaNpYY

https://youtu.be/MnyZMpaNpYY


3D시뮬레이션 제작 코리스이엔티 배관지지가대 https://youtu.be/yXPpo9xaG4M

https://youtu.be/yXPpo9xaG4M


3D시뮬레이션 제작 유진로봇 자율주행 https://youtu.be/AAt_cpGgljo

https://youtu.be/AAt_cpGgljo


3D시뮬레이션 제작 채혈접수 검체분류 https://youtu.be/ahWDtGjWiPA

https://youtu.be/ahWDtGjWiPA


3D시뮬레이션 세양메카트로닉스제작공정 https://youtu.be/FbrS0uQQ0fw



3D시뮬레이션 뉴이스원테크라이다 감지 센서 https://youtu.be/SU2WE6AVgSw

https://youtu.be/SU2WE6AVgSw


3D시뮬레이션 모빌테크 라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3D 스캔 https://youtu.be/NlZn1EQd-sw

https://youtu.be/NlZn1EQd-sw


3D시뮬레이션 물류창고 입출고 프로세스 https://youtu.be/DiOONjJ_M0E

https://youtu.be/DiOONjJ_M0E


3D시뮬레이션 음식물쓰레기자동처리장치 덤웨이터 https://youtu.be/fjgyRN7jxY4

https://youtu.be/fjgyRN7jxY4


3D시뮬레이션 청주시청 트램 교통 정책 https://youtu.be/B4KPekKdMGw

https://youtu.be/B4KPekKdMGw


3D VR 센트랄 자동차부품 매뉴얼 https://aftermarket.ctr.co.kr/Studio3D

https://aftermarket.ctr.co.kr/Studio3D


3D애니메이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https://youtu.be/QQ9h-EOrraY

https://youtu.be/QQ9h-EOrraY


2D애니메이션 미래엔 방사성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 https://youtu.be/lNbbLg2eDCQ



2D애니메이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앱사용 설명 https://youtu.be/z0W_sNdAVMY

https://youtu.be/z0W_sNdAVMY


2D애니메이션 한국가스공사 https://youtu.be/Lfu33URnto4

https://youtu.be/Lfu33URnto4


2D애니메이션 신성이엔지 https://youtu.be/D_fshlfyFZc

https://youtu.be/D_fshlfyFZc


2D애니메이션 KARE 카이스트 https://youtu.be/ZIwwphZGuPg

https://youtu.be/ZIwwphZGuPg


2D애니메이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youtu.be/4CbzK4FeKgI

https://youtu.be/4CbzK4FeKgI


2D애니메이션 드림어필 앱사용 설명 https://youtu.be/uWG3_eYtiOI



플레이즈는 에이젼시기반 영상제작 전문기업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0 서울숲 ITCT 605호

CONTACT

02-6956-7888
jys@playz.co.kr
www.playz.co.kr

Office
Email
Website



감사합니다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