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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pective
투시도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토목

Bird’s eye view
조감도
조감도. 아이소매트릭. 배치도

Exhibition
전시
각종 전시공모, 입찰

Graphic Design
그래픽디자인
홈페이지 및 편집디자인

Visualisation
영상
에니매이션 및 VR

Speed
쓰리큐는 다년간 다져진 노하우로 남들보다 빠른 작업 프로세스를 자랑합니다.

빠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간모델링, 디테일모델링, 장면연출, 시뮬레이션을 분업화 하여 시간대 별 최적의 옵션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급발주 및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귀하가 얻고자 하는 디자인 이미지를 최적의 상태로 구현해 드립니다.



Quality
디테일한 모델링, 디자인 감각, 뛰어난 색감, 리얼리티한 시뮬레이션. 쓰리큐만에 자부심 입니다.

작업시간을 많이 둘수록 퀄리티는 올라가겠지만 습작이 아닌이상 납품기간에 구애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쓰리큐에서는 타업체 보다 더 빠른 결과물을, 보다 나은 퀄리티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컨펌과 수정을 반복해 최상의 결과물에 힘쓰고 있습니다.



Design
건축, 인테리어, 조형물, 인쇄물 등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그래픽디자인 &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가 미흡하거나 완전치 않은 데이터만으로도 설계 및 디자인을 서포팅하여 단시간 내에 최적의 

결과물을 제작해 드립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임시로 보여줄 이미지나 빠듯한 일정 속에 진행되어야 하는 전시 및 공모전에 용이합니다.

(현 페이지에 이미지들은 도면 및 참고자료 없이 대지, 건축면적 또는 현장 사진만으로 구현된 이미지입니다.)



Meodeling & Detail
단순 벽체, 내외부 디자인만 모델링 하는것이 아닌 특수한 가구나 조명등 연출에 필요한 모든 모델링을 재현합니다. 

디스플레이 소품 역시 심혈을 기울려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건축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다 방면에 쓰이는 모든 제품 사물 이미지의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Compose
현장사진 및 로드뷰에 카메라를 맞추거나 Tracking기법을 사용하여 구도를 일치 시킨후 주변환경까지 임의로 재현하여 실제와 같은 합성을 재현합니다.

Reference Image(photograph) 또한 전반적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으로 싱크로율이 완벽에 가깝게 제작해 드립니다.



Simulation
공간의 밝고 어두움만 조절하거나 편집프로그램에서 간접조명 효과를 주는게 아닌 모든 광원에서 Global Illumination을 적용, 사용된 조명에 Lumen 및 lux를 계산하여 실제 시공했을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그밖에도 Fresnel equation, Physical camera, Particle system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좀 더 현실적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Request Data (single photograph) Modeling & Detail Scene Setup Confirm Final Image

Process Example
1 2 3 4 5



Exterior Gallery

Perspective(Exterior)







Civil engineering



Bird’s eye view



Perspective(Interior)









Isometric(Interior)





Exhibition









Graphic Design



상기된 모든 이미들은 쓰리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모든 저작권은 쓰리큐와 각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http://3Cu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