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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애니메이션 관련, 영화,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대중수요에 맞추어 

그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메이저급 제작 스튜디오의 제작과정도 보다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방대한 규모에 따른 경영 및 관리의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메이져 스튜디오의 작업과정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독립적인 전문 스튜디오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기존 기능적 역할 뿐 아니라 이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그 영역을 확

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컨셉아트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스튜디오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디지털 컨셉아트에 대한 개념정의와 전체 프로덕션에서의 기

능적, 예술적 특성, 그리고 이를 연계한 비즈니스에 대해 문헌과 온라인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둘째, ‘컨셉아트 서비스’, ‘자체 브랜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서비스’의 3가지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셋째, 이 3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3개의 컨셉아트 스튜디오 Atomhawk (영국), FengZhu Design (싱가폴), 

Studio Gage(한국)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하여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문

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

로 한 컨셉아트 스튜디오는 관련 콘텐츠 개발, 마켓팅 등 적극적인 비즈니스 전략

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

이 형성되는 전문 스튜디오 시장의 세계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차

후 국내 전문 스튜디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 컨셉아트,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

1) 본 논문은 ‘2014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상반기 종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비즈니스 기반 디지털 컨셉 아트 전문 스튜디오에 관한 탐구’를 수

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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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애니메이션 관련 영화 및 게임 분야는 세계적인 수요에 

맞추어 그 산업적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다 사실적이고, 정교한 

그래픽이 구현되는 영화와 게임 제작을 위한 관련 메이져 스튜디

오의 작업공정은 보다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경영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컨셉아트 제작 스튜디오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컨셉아트 전문 스튜디오는 

기존의 제작중심에서 자체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

공, 다양한 워크샵, 브랜드 구축 등 비즈니스 분야로 연계하여 

그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셉아트 전문 스튜디

오의 기능적, 비즈니스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개의 전문 스튜

디오 Atomhawk(영국), FengZhu Design(싱가폴), Studio Gage(한

국)를 사례로 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애니메

니션, 게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컨셉아트 전문 스튜

디오의 특성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컨셉 아트의 기능과 역할

컨셉의 사전적 의미는 개념, 구상, 사고방식 이라는 뜻을 가지

고 있으며, 어떤 특정 대상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일

관된 주장이라고 정의된다. 영화제작 관련 컨셉 아티스트 George

o Hull(2008)은 컨셉 아트는 대본의 텍스트에 담긴 내러티브와 

스타일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때로는 

스크립트 없이 감독이 원하는 사실적, 혹은 상상의 이미지를 시

각적으로 선 구현하는 것(pre-visualize)이라고 하였다. 그가 제

작한 매트릭스 3(Matrix Revolutions)의 기계도시에 대한 컨셉 

이미지의 제작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발상 - 레이아

웃을 위한 초벌스케치 - 건물디자인을 위한 세부 묘사 - 명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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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감 조정을 통한 배색작업 - 라이팅과의 합성 테스트 - 각 이

미지 부분별 세부묘사 - 강조할 전경부분에 대한 묘사 - 세부적 

라인팅 묘사- 전체적인 합성 테스트 - 전체적 색채 마무리로 완

성된다 (<그림 1>). 

그림 1. Georgeo Hull이 제작한 ‘매트릭스3’의 기계도시 스케치

또한, 김미진(2009)은 디지털 컨셉아트에 대해‘콘텐츠에 등장

하는 모든 시각적 요소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분

야’라고 하였으며, 이는 갈수록 발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컨셉아트 작업을 뜻한다. 컨셉아트

에 대한 작업은 전통적인 예술적 접근 뿐 아니라 디지털상의 정

교한 테크닉의 구현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포토샾, 일러스

트, 마야, 맥스 등 다양한 2D, 3D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그 기술적 숙련도는 갈수록 일반화 되어지는 경향

에 있다. 전통적인 컨셉 작업에서 필요한 능력이 드로잉 스킬, 

사물을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현재의 트랜드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 그리고, 스크립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커뮤니케이

션 하는 능력 등으로 현재의 디지털 컨셉아트와 유사하지만 컨셉

을 시각화하는 디지털적 환경과 그 구현매체가 바뀌었음을 의미

한다. 디지털 게임에서 컨셉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배경과 캐릭터

로 나뉠 수 있으며, 정적인 공간에 대한 묘사가 배경디자인 이라

면, 동적인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구현 하는게 캐릭터 

컨셉이다. 게임제작을 위한 컨셉아트 이미지 작업의 순서를 보



170

면, 1)기획서와 게임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게임 기획의도와 컨셉 

이해, 2)게임시나리오를 바탕한 디자인 제작에 관한 회의, 3)여

러 가지 이미지 레퍼런스를 참고로 다양한 시안 제작, 4)캐릭터

와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5)디자이너와 기획자가 최종 시

안 결정을 거쳐 완성된다. 

이주한(2013)은‘미리 컨셉 그림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설계도

와 프로세스를 가늠해보고 창조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

써 게임, 애니메이션 비즈니스에서 부딪히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

과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컨셉’이라고 정의하였다. 

컨셉작업은 영화나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캐릭터, 스타일을 

살려내는 창의적 작업이며, 메인 프러덕션 작업을 위한 적용 기

술의 난이도 등을 설정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과 일정수립을 가능

케 해준다. 또한, 보다 광의적인 개념에서의 컨셉이미지 작업은 

현 시대의 대중적 트랜드와 역사적, 인문적 배경의 지식이 반영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디지털 컨셉 작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전체제작 파이프라인에서 컨셉 아트는 원화 이미지 제작을 위한 

2D 디자이너의 차원에서 기획파트 전체의 분야를 포괄하는 Art 

Director, Production Designer 등 기획에서 연장된 파트와의 작

업과정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참여 인력도 세분화 되

고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관련 영화 및 게임의 제작과정은 크게 

Pre-Production, Main-Production, Post-Production으로 나뉠 수 

있다. 3가지 공정이 포함하는 단계는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지만  공통적인 핵심 역할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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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컨셉아트의 영역 

사전제작(Pre-Production)은 전체 작업의 방향과 기획 단계로

써 아이디어와 전체스토리를 구체화하여, 최종결과물을 예측 가

능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수준과 세부 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초기작업 단계이다.1) 게임에서는 게임에 

들어갈 캐릭터, 배경, 프랍 등에 대한 그래픽 디자인이 주요 업

무이며, 게임 플레이의 설정을 위한 기획 디자인이 포함된다. 영

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비슷한 역할로써 실제 촬영이나 영상 제

작에 앞서 기획된 연출의 이해를 돕고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게임에서처럼 CG 어셋 제작을 위한 디자인 역할이 이루어진다. 

Main-Production은 실질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는 단계이며 많은 

세부 전문 분야에서 제작이 이루어진다. Post-Production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완성된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편집하고 마무리한다 

<표 1>. 

전문화 되어가는 Pre-Production의 컨셉아트는 이에 대한 업무

가 기능적 요구에 따라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표 2>. 그 세부적 

관련 직능을 보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Storyboard, Keysho

t, Pre- visualization을 통해 연출 설정을 위한 스틸 이미지나 

프리뷰 영상을 제작한다. High end digital illustration은 캐릭

터, 배경, 크리처 디자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컨셉아트 분야의 

이미지를 제작하며, 참조 시안용이거나 이미지 자체가 상품이 되

1) 김석래,「CG제작 파이프라인에 근거한 포지션별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한국

디지털디자인협의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4), 2009.10,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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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Art direction이나 Style Guide는 작품 전체 기획 설

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컨셉 이미지를 제작한다. 

컨셉아트 관련 직능 역할 적용 분야

Consulting & art 

direction
기획, 방향설정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광고

High end digital 

illustration

고품질 이미지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광고

Storyboard 연출, 방향 제시 애니메이션, 영화

Pre-visualization 사전 시각화 애니메이션, 영화

Key shot art 핵심 장면 연출 애니메이션, 영화

Style guides
컬러, 형태 등 

기준 제시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광고

표 2. 컨셉아트 직능 분류

 2. 컨셉아트 스튜디오

컨셉아트 스튜디오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20여개 정도 운

영되고 있으며2), 이는 차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그 지역

의 콘텐츠 제작산업의 환경이 활성화 되어 있고, 기업의 창업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콘텐츠 산

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 잘 이루어져 기

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와 세수혜택을 지

원한다. 또한, 신기술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보조금 지원 등

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메이져 스튜디오

는 장편영화나 게임 등의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이 한시적으로 구

성 되는데, 상시 인력체계는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파생시

키며 이로 인해 운영적인 측면에서 증가하는 부담을 고려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시적 수요를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상시인

력에 대한 부담을 해소코자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정 업

2) http://conceptart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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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분담하고, 제작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스튜디오와 

협업 하는 추세에 있다. 컨셉아트 스튜디오는 이러한 정책적 지

원과 메이져 스튜디오의 수요에 부합하여 그 필요성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례조사 방법

1) 사례 대상 및 선정

컨셉아트 스튜디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사례에 대한 조

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흐

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3개 스튜디

오를 선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영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사 등 여

러 신문기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계에서의 인지도와 기업 성공 

사례로써 주목받는 스튜디오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방법

으로는 1차적으로 종합 검색엔진을 통해 컨셉아트, 일러스트레이

션, 스튜디오, 프로덕션, 디자인을 키워드로 하여 개별 혹은 조

합 검색으로 스튜디오 정보를 취합 하였다. 2차적으로는 컨셉아

트 작가, 스튜디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협회나 커뮤니티

를 통해 조사하였다3)4). 이를 통해, 영국의 Atomhawk 스튜디오와 

싱가폴 소재의 FengZhuDesigtn 스튜디오, 그리고, 국내의 Gage 

스튜디오를 선정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코자 하였다.

2) 분석 툴 

컨셉아트 스튜디오의 창의적, 기술적 능력은 상업적 이윤에 연

계되는 직접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5) 스튜디오의 역량과 수

행영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김보섭과 강희정(2010)의 논문에서 

다룬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구성 모델>을 참조하여 적용하였

3) 영국 게이츠헤드 지역 비즈니스 기사 http://www.giantbomb.com/atomhawk-des

ign/3010-7122/ 2012 4.25 영국 비즈니스 저널 기사

http://www.thejournal.co.uk/business/business-news/th_nk-atomhawk-design-wo

rk-harry-4411956 

4) 국내 http://cgland.com/, 국외 http://conceptartworld.com/ 

5) 김보섭,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 사례 연구:창의성, 독립성, 협업에 대한 

주제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 디자인학회, (2010, 10) p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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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그 이유는, 첫째로, 기존 메이져 회사의 일부 파트였다가 

파생된 독립적인 소규모의 전문 스튜디오 형태이며, 둘째, 디자

인과 컨셉아트는 아이디어 발상과 전개, 시각화 과정의 예술성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업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그 기능적 역

할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는 

디자인의 지식과 기술을 원천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다. 

그 비즈니스의 구성요소는‘디자인 서비스 비즈니스’,‘브랜드 

비즈니스’,‘디자인 가치 활용 비즈니스’로 구분될 수 있다 

<표 3>. 

·디자인 서비스 비즈니스

·브랜드 비즈니스

·디자인 가치 활용 비즈니스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구성 

모델

·컨셉아트 서비스

·브랜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 서비스

컨셉아트 스튜디오의 

새로운 활동 영역

표 3. 컨셉아트 스튜디오 활동영역에 대한 기준 도출 과정

이를 바탕으로, 첫째, 컨셉아트 스튜디오가 기존 메이져 스튜

디오의 일부에서 담당했던 기술적 역량에 대해선‘컨셉아트 서비

스’로 하였으며, 둘째, 독립된 전문 스튜디오로써 자체 브랜드 

구축과 관련하여‘브랜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셋째,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교육서비스’로 설정하였다. 이는, 제작과 관

련한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는 기능적인 역할과 회사의 홍보를 위

한 일반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화 등 비즈니스적 역할과 

교육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3) 분석방법

3개 스튜디오 Atomhawk(영국), FengZhuDesign(싱가폴), Gage

6) 이주명, 「디자인비즈니스의 변화와 디자인 특화 능력」, 한국디자인학회, 

(2008, 5),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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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해 1차로 일반적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차로 

앞서 도출한 3개의 특성, 컨셉아트 서비스’,‘브랜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교육서비스’를 기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 심

층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컨셉아트 서비스]

·아트워크 제작

·아트 디렉션 & 컨설팅

[브랜드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웹, SNS

·리크루팅, 정보공유

·스토어 운영

[교육서비스]

·교육 콘텐츠 개발

·무료 튜도리얼 제공

3개 사례대상: Atomhawk(영국), FengZhuDesign(싱가폴), Gage(한국)

표 4. 스튜디오의 3가지 핵심 활동 분석 유형

4. 분석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현황

영국의 Atomhawk와 싱가폴의 Fengzhu Design(이하 FZD)는 스튜

디오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감독과 세부 직능 별 팀 단위 체계

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 관리를 위한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작 위주의 하청업체나 

창작집단이 아닌 컨셉아트 파트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기업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FZD의 경우 창업자 펭 주를 중심으로 10

인 이하 소수의 인력이지만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인 제작 체계와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Atomhawk와 FZD는 창

립자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

과 네트워크, 그리고, 전문 스튜디오의 효용성 때문에 산업에서

의 지속적인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그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스튜디오 Gage의 경우 개인 작업실에서 회사의 규모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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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형태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전문 컨셉디자인 스튜디오 이

다.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테마파크 등의 다양한 비쥬얼 콘텐

츠의 컨셉아트를 디자인하며 각 제작 포지션별로 경험자들을 보

유하고 있다. 앞선 두 기업에 비교하면 메이저 기업의 제작 체계

보다는 각 개인의 예술적 개성과 작가적 활동을 중시하는 성격으

로 창작 집단으로써의 기업의 색을 갖추려한다. 

구분 Atomhawk7) FengZhuDesign8) Gage9)

국적 영국 싱가포르 한국

인적구성 17명 (2013) 10인 이하 12명 (2014) 

설립연도 2009 2009 2009

지역적 

활동 범위

영어권 국가, 

북미, 유럽
영어권 북미, 유럽 한국

스튜디오 

창립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부의 미디어, 

교육 영역에 대한 

장려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

제작 기술 

체계

·아티스트 

집단을 통한 

다양한 솔루션 

체계

·기존의 

프로덕션 공정의 

체계 확립

·작가 중심의 

전문적인 아웃소싱

·산업 프로덕션 

체계

·창작위주의 

작가  집단적인 

제작체계

표 5. 3개 스튜디오의 일반적 현황

7) 영국, TIGA Conference & Games Industry Award2013의 기업 서비스 부문 최고 

아트 서비스 부문에 선정된 기업으로 정확한 사업 방향과 고품질의 아트워크 

서비스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8) 싱가포르에 위치한 펭 주 디자인은 엔터테이먼트 산업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아티스트 펭 주 가 직접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9) 한국, 국내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서비스하며, 애니메이션 및 자

체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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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e는 제작역량은 충분하지만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경영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국내를 벗어난 글로벌적 네트

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국 외 지역으로의 서

비스는 제한적이며 더 넓은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인 해외 진출과 경영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컨셉아트 서비스

AtomHawk 스튜디오는 게임, 영화,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컨

셉아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영화의 주요 장면 연출을 위한 키샷, 

게임제작에서는 캐릭터, 배경디자인, UI(User Interface) 디자

인, 광고 분야는 커버 일러스트 등을 제작한다. 스튜디오 내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감독과 분야별 팀 단위로 핵심 아티스트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6>에서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

를 수행하였다. 메이저 기업의 프리프로덕션 부서와 비견되는 인

력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헐리우드의 영화나 많은 게임프로젝

트 제작이 가능했다. 

그림 2. AtomHawk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와 클라이언트10)(좌), FZD의 

컨셉아트 스케치(중), Gage의 ‘설국열차’애니메이션 컨셉아트 

이미지(우)

2013년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인‘Thor:The dark world’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솔 격투게임인‘모탈컴뱃’, 액션호러 게

임인‘Dead Island’, 2014년 초 기대작인‘RYSE: Son of Rome’ 

10) http://www.atomhawk.com/ Clien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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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과 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컨셉아트를 제작

하였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요구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시안 제작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구현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적 역

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3. AtomHawk가 제작한 컨셉아트, 

‘ Thor: The dark world’(좌), ‘RYSE: Son of Rome’(우)

 

FZD는 주로 게임이나 영화의 컨셉아트를 제작한다. 창업자 Fen

g Zhu11)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우 소규모의 스튜디오

이며, 게임의 캐릭터와 배경 등을 디자인하며 프로젝트에서의 많

은 기술과 노하우등을 바탕으로 교육에 연계한다. 소규모 중심으

로 컨셉아트를 서비스 하지만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클라이언트와의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2009년 

싱가폴의 FZD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전부터‘스타워즈’,‘매트릭

스’,‘트랜스포머’등의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언리얼 토너먼트’,‘데스페이스’,‘기어즈 오브 워’등 많은 P

C, 콘솔 대작 게임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펭 주는 전체 프로덕션

의 제작과정에 대한 직능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FZD

를 구축할 수 있었다. 

11) FZD의 창립자, 컨셉아트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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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펭 주가 참여한 컨셉아트 작품(좌)과 트랜스포머 컨셉아트(우)

스튜디오 Gage의 컨셉아트 서비스는 주로 광고 영상, 게임, 애

니메이션, 출판물 일러스트 중심으로 진행한다. Gage가 참여했던 

영화 설국열차의 컨셉이미지는 컨셉의 기획 차원을 넘어서 연계

제작 파트를 고려한 Production Designer로 보다 포괄적 의미로 

접근하였다. 이는 독립적인 스튜디오의 전문성과 예술성이 한 단

계 강화된 세부직종이 파생됨을 의미한다. 게임과 영화의 컨셉아

트도 다루지만 국내에 한정된 시장성에 의해 많지 않은 프로젝트

를 진행하였다. 그 외 전시회 관련 기획 이미지 제작이나 소규모

의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을 만들며 소규모 스튜디오로써 영역

을 넓히고 있다. 스튜디오 Gage의 이영운 감독은 중국시장의 컨

셉아트나 프리프로덕션 파트의 기술력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

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튜디오 Gage는 전문성을 살려 중

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12) 그 외에도 자체적인 기획 

작품이나 모바일 게임제작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5. Gage가 제작 참여한 ‘설국열차’ 프로모션 영상 컨셉

12) 한재현, 상상을 만드는 컨셉 디자이너의 놀이터 '스튜디오 가게’, Digital 

BRUSH, 65호(2012, 11)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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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세 개 스튜디오의 컨셉아트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구분 Atomhawk FengZhu Design Gage

컨셉

아트 

서비스

서비스 

분야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컨셉아트 제작 및 

가이드 제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컨셉아트 

제작

·게임,애니메이

션,영화,전시,광

고, 테마파크

대상 

클라이

언트

·영화, 방송사, 

게임사 포함 25여 

곳 이상

·헐리우드 영화, 

광고, 게임사 등 

50여 곳 이상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22 

여 곳

대표적 

프로젝

트

·토르:다크월드

(영화)

·모탈컴뱃(게임)

·RYSE(게임)

·렐름(애니메이

션)

·트랜스포머

(영화)

·매트릭스(영화)

·언리얼토너먼트

(게임)

·데드스페이스

(게임)

·기어즈오브워

(게임)

·설국열차(영화)

·아키에이지

(게임)

·여수엑스포

(전시)

·창천2(게임)

·KOF 온라인

표 6. 3개 스튜디오의 컨셉아트 서비스 

3) 브랜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튜디오 브랜드화를 위한 비즈니스를 보면, Atomhawk와 FZD의 

창립자와 구성원들이 영어권에서의 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소통에서 원활하다. 또한, 페

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주요 SNS(Social Network Service)

와 커뮤니티를 통해 아티스트들과의 정보교류가 더욱 활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더욱 좁혀 주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

케이션 매체는 스튜디오의 인재 채용이나 잠정적 클라이언트 확

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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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튜디오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Atomhawk의 Facebook 채널(좌), FZD의 YouTube 채널(우)

Gage의 경우 홍보 수단으로는 블로그를 통한 스튜디오 내의 활

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적인 성격을 보여주며, 고객이나 일반 

유저와의 소통적인 면에서 개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세 개 스튜디오의 브랜드 비즈니스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tomhawk FengZhu Design Gage

커뮤니케이션 

활동

·FaceBook.You

tube, 

LinkedIn, 

Vimeo, 교류와 

홍보용 채널 

보유, 워크샵

·FaceBook. 

Youtube를 통한 

소식 전달과 

교육 영상 

배포, 워크샵

·블로그를 

통한 일상 활동 

홍보

표 8. 3개 스튜디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4) 교육 서비스

Atomhawk와 Gage는 부가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FZD

는 교육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립자 펭 주는 실제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이 아시아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13) 그리하여 2009년‘FZD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수

13) 펭 주 인터뷰 기사

http://theconceptartblog.com/wp-content/uploads/2010/10/FZD-Interview-THECA

B.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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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싱가폴 국내·외 그리고, 해외 학생

들을 대상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1년 단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산업의 전문적인 

부분까지 교육받을 수 있으며, 8개월간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전

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공하며 국제적으

로 명성 있는 아카데미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기간 동안 체계적

이고 수준 높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취업과 관련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디자인 스쿨뿐만 아니라 자체적

인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 펭 주 본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

라인 무료 동영상 강좌 등을 접할 수 있으며, 교육과 동시에 자

사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 

Atomhawk는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보다는 워크샵 활동과 아트

북 출판을 통해 스튜디오의 마케팅을 겸하고 있다. 아트북은 다

른 많은 게임 기업이나 창작 집단에서처럼 스튜디오가 제작한 작

업물을 정리하거나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 스튜디오만의 특색을 

내보이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컨셉아트 제작

물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포트폴리오 뿐 아니라 홍보효과로 시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아티스트들과 친목과 정보 교류의 목적

으로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한다. 스튜디오Gage의 경우 교육 콘텐

츠나 외부적인 활동에서 미미하며, 교육프로그램 구성도 초기단

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Atomhawk의 아트북과 워크샵, 아트북(좌), 영국에서의 워크샵 

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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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개 스튜디오의 교육서비스는 교육 뿐 아니라 회사의 

홍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구분 Atomhawk FengZhu Design Gage

교육 서비스

·자체 콘텐츠 

응용한 인쇄물, 

홍보물

·교육기관 

워크샵, 

컨퍼런스 활동

·자사의 

작품이 담긴 

아트북 출판

·“FengZhuDesign 

School”전문 교육 

아카데미 운영

·자체 교육 영상 

제작 

·워크샵, 컨퍼런스 

활동

·부분적 

교육물 제작, 

표 7. 3개 스튜디오의 브랜드 비즈니스 및 교육 활동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적 수요에 의해 증가하는 디지털 컨셉아트 스튜

디오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컨셉아트의 

개념에 대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

례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3개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 스튜디오

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컨셉관련 기능적 업무 뿐 아니라 자체 연

구개발의 강화, 교육콘텐츠 제공, 스토어 운영, SNS연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적 스튜디오는 

아티스트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며, 스튜디오 자체의 특

성과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Atomhawk와 FZD는 경영체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커뮤니티의 

소통을 통해 스튜디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홍보효과도 동시에 

누리고 있다. 특히 FZD는 교육의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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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충족할수 있는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들은 차후에 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높이고 

콘텐츠 제작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국외의 스튜디오들이 자생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으로는 그 국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호적

인 정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들이 되어 있으며, 문

화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Gage의 사례를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및 게임 시장의 한계, 국내

에 한정된 비즈니스 서비스, 글로벌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의 부

재, 교육적 환경의 미비함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의 컨

셉아트 시장은 게임 산업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

이나, 영화 등 다른 산업분야로의 확장 발전은 매우 한정적이다. 

국내에서의 컨셉아트 스튜디오는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축과 세계

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내 컨셉아트 시장은 아직 초

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확장과 가까운 중

국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

성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 및 아시

아의 컨셉아트 스튜디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후 국내 컨셉

아트 스튜디오의 형성과 관련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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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Case Study on Studio Specialized 

in Digital Concept Art 

-Focused on the Field of Animation and Game-

Choi, Do-Won · Lee, Heon-Woo · Lee, Hyun-Seok

Animation-related films and game industries have been expanding t

heir markets rapidly responding to sharply increasing public deman

d. The production processes of major studios are getting more and mo

re specialized and detailed. Therefore, they feel burden to manage a

nd maintain as the HR and physical sizes are getting greater. So, in

dependent studios which perform partial processes of the works are i

ncreasing over North America and Europe. Specialized studios build p

revious functions and related business models. They are expanding th

eir areas. Therefore, this study targeted studios specialized in dig

ital concept art in free production step. The characteristics of suc

h studios were analyzed. To this end, first definitions of digital c

oncept art concepts and functional & artistic features of entire pro

duction, and their application to business were deliberated through 

documents and online. Based on the results, the features of ‘concep

t art service’, ‘self-brand business/ communication’, and ‘educ

ation service’ were drawn. Second, based on it, targeting three con

cept art studios such as Atomhawk (UK), FengZhu Design (Singapore), 

and Studio Gage (Korea), case research was done. Comparative analysi

s for the cases was conducted. It turned out that concept art studio

s lead new market demand through active business strategies such as 

related contents development, marketing, etc. based on specializati

o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o understand global trend of newly 

establishing specialized studios market and suggest reference data 

to improve prospective domestic specialized studios competitivenes

s.  

 

Key words: concept art, animation, specialized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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