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미술시간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찾아 

그 특징과 가치를 알아보기

미술로 사는 사람들

미래를

만드는 

꿈

미진사 교과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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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사실주의 작가

순수 미술 작품을 판매하여 생활하는 예술가

들이 속한 분야 입니다. 

전통적인 회화, 조각 뿐 아니라 비디오, 설치 

미술 등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업 디자인을 병행하는 예술가가 

많아져 상업 미술과 순수 미술의 경계가 모

호해지고 있지요. 

화가, 조각가, 미디어 작가, 판화가, 사진가, 

행위 미술가 등이 있습니다. 

강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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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사실주의 작가로 사람
의 땀구멍까지도 자세하
게 그려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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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순수조형 분야순수조형 분야



애니메이터

김상진

2016.06 ~ 로커스 이사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캐
릭터 디자인 슈퍼바이저
1995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
오 장편 애니메이션부
1986 케네디카툰스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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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의 장면 혹은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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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게임 만화산업 분야게임 만화산업 분야



웹툰작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웹툰은 현재 어려운 출
판 만화 대신 국내 만화 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
니다. 짧은 에피소드 스타일의 일상툰, 감성툰에서 시작
되어 현재는 웹툰만의 연출법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많
은 작품들이 제작되어 영화, 뮤지컬 등의 원작으로도 활
발히 사용되고 있지요. 

Webtoon=Web+Cartoon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의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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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게임 만화산업 분야게임 만화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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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macon.kr/komacon/
http://coreawebtoon.or.kr/
http://coreawebtoon.or.kr/
http://www.cartoon.or.kr/
http://www.komacon.kr/komacon/


디자인 회사는 기획사 또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원
하는 디자인 업무를 제공하는 1~20명 내외의 작은 구
성원 형태(SOHO, Small Office and Home Office)
가 일반적이며,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에 소속되어 수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
너, 제품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
명 디자이너, 광고 사진작가 등이 있지요.

SOHO
Small Office and Home Office

그래픽 디자이너 조규형

피규어 디자이너 이찬우 

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디자인 전문 분야디자인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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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산업디자인 관련분야산업디자인 관련분야

자동차 디자인 관련 정규 교육과정은 미술 대학
의 산업 디자인(혹은 공업 디자인) 학과 내에서 
자동차 디자인 관련 과목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산학 협동 프로젝트와 인
턴제를 통해 현업에서 필요한 실전 감각을 읽힐 
수도 있지요. 

자동차와 인간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요?

자동차 디자이너 길호영

자동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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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미술가, 보존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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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재질과 상태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원형에 맞게 보존처리작업을 합니다. 손상된 
문화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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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박물관 미술관 관련분야박물관 미술관 관련분야

조연태

화학에 관한 지식과 함께 미술사, 고고학, 역
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겠지요? 



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교육 및 연구 관련 분야교육 및 연구 관련 분야

미술 작품을 직접 창작하기보다 미술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군
으로 미술 교사, 미술 교육학자, 미술 평론가, 미술 전공 교수, 학예 연구사(큐
레이터), 미술사학자, 미학자, 고고학자, 미술품 감정가 등이 있습니다.

미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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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박물관 미술관 관련분야박물관 미술관 관련분야

큐레이터 (학예연구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 또는 유물을 구입·수집·관리하는 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업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분야는 보존 과학
자, 작품 보존 및 복원가, 학예사(큐레이
터)외에도, 도슨트(전시품 해설사), 미술
품 경매사, 미술품 중개사, 미술행정가 등
이 있지요.

'큐레이팅' (Crating) 이란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에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전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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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영화 관련 분야영화 관련 분야

영화감독

영화 제작을 총괄하는데, 직접 스토리보드를 제작
하기도 하며, 장면 연출, 촬영, 세트 디자인 검토 등 
전반적으로 미술적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봉준호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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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영화 관련 분야영화 관련 분야

봉준호 영화감독의 '기생충' 영화 스토리 보드 중 한 부분

이미지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volumeNo=27545519&memberNo=944136&vType=VERTICAL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만들기 전에 주
요 줄거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을 
합니다. 
촬영할 장면을 구체화하 는 작업으로 
앵글, 배경과 인물 배치 등의 영상 지침
을 만든 것이지요. 
봉준호 감독의 경우 만화가를 꿈꿨던 
실력으로 직접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다
고 하네요. 

스토리보드 작가

(콘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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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영화 관련 분야영화 관련 분야미술감독

(프로덕션디자이너)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영화 제작 의도
를 파악하여 각본별 장면을 위한 디자
인을 합니다. 촬영 장소 선 정, 소품 
제작, 주요 색감 결정 등 미술 감독은 
영화의 장면 연출을 풍부하게 하지요. 

분장, 헤어

작품 속 등장인물에게 적합한 화장법
과 머리 모양을 지정하고, 분장해 준
주는 일을 하지요.

CG/VFX

(Visual Fx) 전문가

디지털 영상 장비를 이용하 여 CG를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만화적 요소로 
화면에 시각적 효과를 주거나, 현실에
서 일어날 수 없는 환상적인 장면을 만
들어 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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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련 직업미술관련 직업
영화 관련 분야영화 관련 분야

광고디자이너

영화의 콘셉트와 마케팅의 방향에 맞
는 문구, 사진을 이용하 여 광고 포스
터를 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한 대부분을 맞고 있지요.

의상감독

작품 속 등장인물에게 적합한 의상 콘
셉트 및 각 신(scene)별 의상을 제작 하
거나 구입 혹은 대여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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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기

킹덤 영화 
의상디자인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84003&memberNo=40848952&vType=VERTIC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