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써드노트 회사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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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부여하는 제3음 써드노트(3rd

Note)

"3음"은 하나의 화음에 "성격을 부여하는 음"입니다.
밝거나 어둡거나, 기쁘거나 슬픈 느낌 등,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기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 "3음" 때문이지요.

3rd Note

C코드, D코드 등 화음의 이름이 되는 첫 음과 맨 위 5음 사이, 한 가운데 위치하는 "3음"이 다른 두 음과 함께 합니다.

두 음 사이에 "3음" 처럼, 제작자와 유저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그것이 바로 써드노트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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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 써드노트
2015년 3월3일 설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42-2, B201호

http://www.3rdnote.co.kr
견적문의 : dreambin@3rdnote.co.kr
이동빈 대표 프로듀서 : 010-2851-5543

현

2020 2

게임 O.S.T 제작 사업 시작(더 퀸즈 넘버, 이런 영웅은 싫어, 던전 아이돌 외)

4

남산 N서울타워 라이언 치즈볼 어드벤처 사운드 총괄 제작 수행(카카오IX/상화 엘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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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최초의 B2B 연간 Turn-Key 게임 사운드 제작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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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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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게임 사운드 및 VR, AR, MR, 미디어 아트 사운드 제작 프로젝트 진행 중

거래처 40개 돌파
최초의 AR, MR 융복합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수주(동국대학교)

에버랜드 관람객 탑승용 상설 VR 어트렉션 사운드 제작(상화 Aqu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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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미디어아트 제작 사업 수주(평창 K-Food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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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미디어아트 사업 수주(미디 신호를 활용한 공원 가로등 예술)

2017 6

최초의 아케이드 게임 사운드 제작 주문 수주(하이원 엔터/강원랜드)
최초의 야외 미디어 파사드 제작 프로젝트 진행(양주시/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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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 에셋 스토어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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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20개 돌파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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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주식회사 전환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법인 개설)
미디어아트 부문 첫 프로젝트 진행(금호타이어)
써드노트 사업자 등록
게임 부문 첫 프로젝트 진행(Ten Birds : IRE / Action MO)

소통의 파트너, 새로운 제작 경험
당신의 사운드 팀 써드노트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자부합니다.

750

7년간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 진행
써드노트는 지난 7년간 쉼 없이 달리며 다양한 장르의 게임, 홍보영상,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설립 이후 50여 거래처, 20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실력 베이스의 고퀄리티 음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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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써드노트는 단순히 "상품"만 찍어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음악 실력 외에도
자체 콘텐츠 기획자가 내부에 있어, 여러분의 요청에 보다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보답 드립니다.
첫 의뢰, 소규모의 의뢰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직영으로 빠르고 정확한 제작
써드노트는 스튜디오를 대관하여 작업하는 여타 음원 제작사들과는 다릅니다.
녹음실을 직접 운영하며 언제든지 성우 연출, 음원 제작 및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깔끔한 스튜디오와 모니터링 환경을 갖추어, 광고주를 모시고 시사 하시는 것 또한 환영합니다.

철저한 자체 제작과 납기일 엄수
써드노트의 모든 음원은 자체 인력으로 직접 제작합니다. 오랜 경력의 전문 PM이
음원 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사내 사운드팀인 것 처럼 의뢰사와 소통하며 일정을 준수합니다.
소통 부재? 개인 프리랜서의 잠수? 써드노트와 작품을 진행하시면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해 드립니다.

사업 영역
써드노트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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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사운드 컨설팅

믿음직한 토탈 솔루션

융복합 시대의 예술 감독

음원 작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운드 리스트를
함께 작성해 드립니다.
자체 콘텐츠 기획자를 통해
사운드 작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혼란없이 편하게 모십니다.

배경음악, 효과음, 성우 녹음/연출 등
재하청없이 직접 제작합니다.
전담 PM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과
빠른 피드백을 약속드리며,
최고의 음원과 최상의 서비스 경험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써드노트는 근래 각광받고 있는
VR, AR, MR 등 Interaction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창업자 두 사람은 Interactive Media 관련
석사 학위를 통해, 음원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 감독으로서의 Insight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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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게임 오디오와 전시회/미디어아트/홍보영상 사운드는 써드노트 서비스 영역의 중심 축입니다.
많은 작품에 참여하며 쌓아 온 기술력과 노하우로, 여러분께서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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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CLIENT

작품명
이런 영웅은 싫어
The Queens Number
Mayday Memory
소생소녀
던전아이돌
Iron Throne
제국시대
Midnight in City
노인과 보물
부채춤 777
Destiny or Fate
방치를 잡다
Hello Cooking Days
Galaxy Heroes
바니팡
환생킹
원시인 형님 키우기
Sniper Girls
용사는 진행중 2
IRE-Blood Memory
디지몬 소울체이서
아스테리아 전기
낚시 Go
쿠키사커
Ani Keeper
네모용사마계침공
My Baseball Team 16
Dicetiny
댄스스쿨
도라에몽_진구의 목장이야기 CM
SD 건담_G 제네레이션 CM
원피스 해적무쌍4 CM

의뢰사
이미지 프레임
스토리타코
YH데이터베이스
링크타운
넷마블 포플랫
강원랜드 카지노사업부
블래스터
하프타임 스튜디오
오락 주식회사

썬더게임즈
버프스튜디오
10 Birds
넷마루
매드오카
파이브스타게임즈
뭉치스튜디오
매드캣게임즈
핸드온게임즈
페이크다이스
몹스게임즈
반다이남코코리아

작품명
평창올림픽 K-food plaza 전시
양주 독바위 미디어 파사드
하동 이명터널 레일바이크
국립생태원 에코빌리지 전시
원주 간현암 미디어 파사드
beGlobal Seoul @ DDP
삼척 이사부공원 음악가로등
쥬라기공원 MR 체험물
충칭 임시정부 MR 체험물
현대/KIA자동차 융합현실 체험물
코오롱스포츠 F/W 바이럴
금호타이어 상하이 모터쇼
태국 방콕 라인빌리지 어트랙션
LG 나노셀 TV전시 체험물
중국 충칭 Six Flags 4D 어트랙션
Dinosaur AR 공룡시대
아쿠아드림 홈커밍 애니메이션
남산서울타워 라이언치즈볼어드벤처
NH농협 라이언 체크카드 바이럴
NH농협 어피치 체크카드 바이럴
무등산 지오트레일 AR 관광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VR
노을전시관 VR 레이싱체험
한국화이자 마이클릭 바이럴
최경주 재단 바이럴
KLPGA 부산오픈 골프대회 바이럴
교보생명 교육 컨텐츠
드래곤빌리지 학습도감 바이럴
NC, 블레이드 앤 소울 시네마틱
넥슨, 클로저스 시네마틱
달기의 계획 바이럴
NC, 사내교육 영상 시리즈

의뢰사

모온컴퍼니

kt, 삼척시 / MDST
동국대학교, VIZINF
퍼펙트스톰
코오롱스포츠
애니프레임

상화

BCCON
플럭스
마리제이컴퍼니
휴넷
하이브로

더 스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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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