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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 the moment
Artist, Artwork, Archiving 

미술 디지털 서비스

• 작가브랜딩

• 작품/전시 아카이빙

• 온라인 프로모션

• 미술교육 컨텐츠 기획 및 제작 

• 온라인 미술품 판매

•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저장공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순간들을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그 대상은 전시가 될 수도, 

또는 하나의 브랜드나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미

술과 온라인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구축, 홍보를 진행하여 작가들

의 작품 판로 개척과 수익 발생을 실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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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채널 브랜딩에서 시작하여 채널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관리, 키워드/주

제/매체 분석을 통한 광고집행으로 해

당 콘텐츠 및 채널을 대중들에게 노출

시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 유튜브 채널 브랜딩

• SNS 마케팅 및 관리 대행

• 유튜브 및 SNS 광고 대행

행사 운영 및 디자인 • 행사 기획 및 운영

• 디자인

• 웹/앱 퍼블리싱 

영상 제작 및 촬영 • 스케치 및 기록영상 

• 브랜드 홍보영상

• 모션그래픽 

• 사진촬영 

촬영 전문 장비와 인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브랜드 혹은 행사 등 중요한 순간들을 기획

과 연출을 거쳐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합니다.

기업/기관의 워크숍, 세미나 또는 전시 등 다양한 행사의 기획

부터 디자인, 촬영, 홍보, 운영까지 다수의 현장 경험을 통해 

원활한 행사를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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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formance

2020 

2019 

2018 
테크브릿지 시제품 홍보 영상 제작

쉐마미술관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영상 제작 및 기획

청주우민아트센터 국제 기획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스쿨 5기 영상 기획 및 제작

청주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공모전 영상 제작

리노베이션스쿨 in 제주 프로젝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청년여성인력개발센터 청춘잡담 개소식 기획

제이커넥트데이 지역혁신가 프로젝트 수행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청주시 명소 및 행사 스팟 20곳 수채화 그리기 프로젝트 (청주시 공보관)

청주우민아트센터 기획전

ADBO 홍보영상 편집 및 기획

JS산업 시제품 영상제작

바디듀 시제품 영상제작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벤치마킹스쿨 영상 제작 및 기획

쉐마미술관 씨앗큐브 도큐멘타 영상 제작

쉐마미술관 헬로우 아티스트 1~2기 영상 제작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도슨트 교육영상 촬영 및 운영

우민아트센터 주제기획 촬영

무무플라워 홍보영상 제작

원더러스트 시제품 홍보영상 제작

딜리셔스마켓 시제품 홍보영상 제작

더블앤하프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케이시푸드 사회적기업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SYP 코워킹 공간 소개영상 제작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유튜브 실시간 송출 중계

충북스타트업페스티벌 유튜브 실시간 송출 중계

제4회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 온라인 홍보 대행

충북혁신창업비즈니스센터 명칭 공모전 온라인 홍보 대행

충북 바이오 프로그램 통합 설명회 기획

6월 제주다음 (제주체류지원 선정)

에듀테크콘 선정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문화파출소 소개영상 제작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소개영상 제작

China Bio Partnering Forum 영상제작 (상해)

충북스타트업 소개영상 제작

과학벨트참영기업 홍보영상 제작

바이오회 통합 설명회 행사기획 및 운영

CBA 프로그램 소개 영상 제작

충북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및 과제 안내 영상 제작

FESICS 홍보영상 및 모션그래픽 제작

우리다 브랜드 영상 및 모션그래픽 제작

청주문화재야행 영상 및 기록사진

청주시한국공예관 개관전 홍보영상 제작

개관전 온라인 전시해설 영상 제작 용역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홍보영상 제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영상 제작 용역

국제공예공모전 설명회 영상 촬영

스타트업스쿨 8기 기록영상 제작

스타트업스쿨 7기 기록영상 제작

충북창업스타티움 개소식 운영 용역

충북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제작

청주시문화재단 야행 홍보영상 제작

개관전 온라인 전시해설 영상 제작 용역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홍보영상 제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영상 제작 용역

국제공예공모전 설명회 영상 촬영

스타트업스쿨 8기 기록영상 제작

스타트업스쿨 7기 기록영상 제작

충북창업스타티움 개소식 운영 용역

충북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제작

청주시문화재단 야행 홍보영상 제작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예술 교육 포럼 영상 촬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스쿨 4기 데모데이 영

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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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통공예페스티벌 기록영상 및 사진 촬영

청년의 날 행사 송출 및 성과영상 제작

문경 달빛탐사대 사업설명회 온라인 송출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송출

충북청년축제 공연 및 홍보영상 제작

넥스트라이징 스타트업 IR 피칭대회 위탁운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교육 홍보 및 교육 온라인 송출 대행용역

시소와그네 청주시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제작

충청북도 도시재생 뉴딜 성과발표회 영상 송출 및 사진 촬영

전통공예페스티벌 라디오 광고

청주국제공예공모전 온라인 설명회 홍보영상 제작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CMA 프로그램 온라인 광고 영상 제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당탕탕 벙커C> 영상 제작 용역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영상 제작 및 사진 촬영

로컬크리에이터 홍보 영상 제작

관광벤처 홍보 영상 제작

문화파출소 청원 홍보/성과 영상 촬영 및 제작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영상 및 사진 촬영

국립청주박물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충북과학기술혁신원 HELLO 충북 영상 공모전 운영 홍보 용역

펠리즈코스 제품 사진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충청북도 청년창업 우수기업 선정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동부창고 서브컬처 데이 홍보물 제작

    한국공예관 상반기 20주년 기념전 영상 제작

    문화예술교육사현장역량강화사업 영상 제작

    지역예술 문화교류 공연 영상 제작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충청권 온라인 합동 공연 

   영상 촬영 제작 및 온라인 생중계 용역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정책 참여 회원모집 영상 제작 및 광고

     청년정책 공감 아카데미 영상기록물 제작

     청년 맞춤형 사회진출 교육 프로그램 영상 제작

     청년광장,공감 아카데미 온라인 발대식 영상 송출,기획

     충북센터 소개영상 제작

     센터 지역방송 광고 영상 제작

     센터 지원 프로그램 교육 영상제작

     과학벨트 기능지구 AC 지원사업 참여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과학벨트 기능지구 AC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홍보동영상 제작

     과학벨트 기능지구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온라인 강의 영상촬영 및 제작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드론전문인력양성 사업 온라인 신청페이지 구축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 

    청주공예비엔날레 기록영상 촬영 용역

    청주공예비엔날레 사전 홍보 영상 제작

    충북공예워크숍 영상 제작

    충북공예워크숍 홍보물 제작

    2019 비엔날레 아카이브 영문본 제작

국립청주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교육 콘텐츠 영상물 제작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충북여성재단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 홍보 및 영상제작

청주시립미술관 개관 5주년 학술 세미나 줌 송출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전시 소개 영상 제작]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온:프로젝트 전시 영상 제작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5기 릴레이 전시 영상 제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현장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용역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로드맵 취업지원워크숍 유튜브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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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디지털 서비스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미술과 온라인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구축, 홍보를 진행하여 작가들의 작품 판로 개척과 

수익 발생을 실현시킵니다. 

artist  artwork  archiving 

작가브랜딩

작품/전시 아카이빙 로그아트는 ‘순간을 영원하게’라는 슬로건에 맞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전시를 기록하고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작품 스토리텔링을 통해 미술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술 작품은 작가 개인의 경험과 관점, 철학에서 탄생합니다. 이 미술 작품에 담긴 미술 작가의 

세계관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작가를 브랜딩하고, 작가의 메세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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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온라인 프로모션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저장공간온라인 미술품 판매

미술교육 전문가와 함께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을 자극하는

미술교육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미술교육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온전히 작품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가 및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작가를 공모하고, 유튜브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회화/조각 뿐만 아니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가 

작품과 전시를 저장/공유및 홍보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저장공간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검색기능에 적용하여 

사용자 유형별 추천서비스와 팔로우 기능으로 작가, 기관, 대중들이 

컨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술 작가와 콜렉터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미술품 판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작가는 수익 영역 

확대를, 콜렉터는 시간 및 기타 부대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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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및 촬영 촬영 전문 장비와 인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브랜드 혹은 행사 등 

중요한 순간들을 기획과 연출을 거쳐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합니다.

artist  artwork  archiving 

스케치 및 

기록영상 

브랜드 홍보영상

기업・기관의 행사, 컨퍼런스, 세미나, 콘서트, 인터뷰 영상 등 한 순간의 모든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합

니다. 고화질의 FHD, 4K 영상과 다양한 색감의 고퀄리티의 영상을 구현하며 고객의 요청에 신속・적극 

대응합니다.

최적화된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연출, 세련된 디자인으로 잠재고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합니다. 광고주와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니즈를 파악한 영상으로 높은 광고 효율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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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그래픽

사진 촬영 

클라이언트의 머릿속에 부유하는 생각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해 시각화 합니다, 

로그아트만의 참신한 시선, 다양한 아이디어로 고객사가 갖고있는 경쟁력을 부각시켜 최적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세미나, 컨퍼런스, 회의 등 각종 행사의 기록과 상품 홍보/상업용 사진을 목적으로 촬영합니다.

다수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명한 화질, 최적의 구도의 사진을 밝기/색 등 후보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로그아트 카탈로그.indd   9로그아트 카탈로그.indd   9 2021. 10. 25.   오후 1:182021. 10. 25.   오후 1:18



온라인 광고대행 초기 채널 브랜딩에서 시작하여 채널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관리, 

키워드/주제/매체 분석을 통한 광고집행으로 해당 콘텐츠 및 

채널을 대중들에게 노출시킵니다. 

artist  artwork  archiving  

SNS 마케팅 및 관리 대행  유튜브 채널 브랜딩

유튜브 및 SNS 광고 대행 

모집,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및 채널의 확장을 위한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서 부터 광고, 댓글 관리 등 SNS 

채널의 종합적인 운영을 대행합니다.

모집,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및 채널의 확장을 위한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서 부터 광고, 댓글 관리 등 SNS 

채널의 종합적인 운영을 대행합니다.

기관이나 개인 채널의 컨셉에 맞게 채널아트 제작 및 썸네일, 

재생목록을 생성하여 초기 채널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 및 광고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채널의 특성과 각 콘텐츠의 타겟에 맞는 키워드, 주제 등 최적의 광고 세팅과 집행을 통해 콘텐츠 노출 및 채널 유입 

증대를 최대화 하여 지출 대비 높은 광고 효율을 제공합니다. 

artist  artwork  arch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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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 및 디자인 기업/기관의 워크숍, 세미나 또는 전시 등 다양한 행사의 기획부터 

디자인, 촬영, 홍보, 운영까지 다수의 현장 경험을 통해 원활한 

행사를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행사 기획 및 운영

웹/앱 퍼블리싱 

행사 홍보 및 진행을 위한 디자인물(포스터, 배너, 포토존 등),

프로젝트나 기업에 사용되는 로고, 전시회에 필요한 도록, 리플렛을

직접 기획/디자인/제작이 가능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 준비(홍보물, 방명록, 케이터링 등)부터

식순, 사회자 및 인력 섭외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동시에 영상&사진 촬영을 제공합니다.  

행사 진행 및 참여자 모집을 등에서의 효과적인 홍보와 진행을 위해 웹/앱 퍼블리싱을 디자인,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이를 통해 행사 운영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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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주요사업회사정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31 T1센터 716호

T.  043-273-1080/ 010-2944-9253   M. logart_art@naver.com   FAX. 0504 445 7918 

로그아트는 

'Log(일지,기록물) + Art(예술, 미술)의 합성어'로 

아티스트의 아트웍을 아카이빙하여

하나의 예술적 가치와 기록적 이상을 담아 내고자합니다.

사명 : 로그아트 (logart)

설립일 : 2018년 1월 25일

대표 : 홍종철

미술품 IP개발 유통

시각예술산업기획

미술산업브랜딩

미술품 해외진출

미술품 디지털산업 연계

작가 작품 전시 브랜딩

글로벌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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