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 포토스튜디오 개설 예고

0 기존 포토스튜디오보다 20배 큰 대형 포토스튜디오 참여 안내

www.nyxstudio.net

뭉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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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도곡동 사진 스튜디오 현황 양재동 사진스튜디오 양재동 헤어클럽

www.nyxstudio.net

편의점 보다 약 3배 많은 사진스튜디오 !!



2

전문포토그래퍼의 고급화 전략 요구 개꿀 빠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시장

www.nyxstudio.net

사진스튜디오보다 많은 프리랜서까지 활동 !!



택시연합 오피스공유업체 커피 프랜차이즈 모바일 차량예약 대형쇼핑몰

호텔모텔 예약음식배달 예약 대형구멍가게 법무법인

치킨 프랜차이즈

연예 매니지먼트 회계법인

세상은 지금 융합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거대화 글로벌화 승자독식 플랫폼 시대 한류바람 감성소비 개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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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yxstud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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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보다 많은 포토스튜디오 초대형 사진스튜디오의 탄생

사진스튜디오
(1000)

개인프리랜서
(10,000)

사진학과
( 50 )

사진학원
(200)

뷰티/헤어센터

대형
스튜디오

사진스튜디오
(50)

포토그래퍼
(100)

스튜디오
프랜차이즈

모델/패션센터

영상스튜디오글로벌마케팅

아카데미엔터테인먼트

초대형 예술센터 탄생예고 !!

www.nyxstudio.net



대형 사진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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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yxstudio.net

파트너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

파트너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프랜차이즈(본사 대량구매, 재고관리)

생활편의점

프랜차이즈(본사 대량구매, 재고관리, 홍보)

프랜차이즈 요식업

스튜디오가 연대하여 대형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쳬계적인 관리, 마케팅을 통해서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위기탈출



대형 사진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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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50)

사진 스튜디오(20)

뷰티 살롱

포토그래퍼 아카데미

뷰티 전시매장

헤어 아카데미

패션아카데미

모델아카데미

한류체험 관광코스

전문화 거대화 글로벌화 승자독식 감성시대 개성시대

www.nyxstudio.net

패션 전시매장 퓨전결혼 예식장

패션쇼 스튜디오 헤어 클럽

뷰티 아카데미



대형 사진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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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튜디오(20)

뷰티 전시매장

포토 & 모델아카데미

한류체험 관광코스

www.nyxstudio.net

뷰티 & 헤어 살롱

20명의 파트너 포토그래퍼와 20개의
테마별 스튜디오, 50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는 대형 사진스튜디오.

한 장소에 한류체험 관광코스가 모여
있어, 뷰티, 헤어를 체험하고, 스튜디
오에서 뷰티체험 명작을 남김.

한 장소에 뷰티 및 헤어를 경험할 수
있고, 고급부터 저렴한 대중가격까지
다채롭게 경험함.

뷰티 & 헤어 아카데미

프로젝트학습(PBL)로 교육이 진행되
므로 강사, 고객, 학생들이 모두 만족
하는 미래교육 실현.

프로젝트학습(PBL)로 교육이 진행되
므로 강사, 고객, 학생들이 모두 만족
하는 미래교육 실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뷰티 전시매장
의 홍보 마케터는 물론 세계 언리얼
뷰티매장 및 상품판매 대형매장



대형 영상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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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토그래퍼(5)

영상 스튜디오

음향 스튜디오

서울필름아카데미

영화시사회 극장

댄스 아카데미

패션아카데미

연기아카데미

한류체험 관광코스

전문화 거대화 글로벌화 승자독식 감성시대 개성시대

www.nyxstudio.net

촬영장비 렌트 VFX 스튜디오

버스킹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가수 아카데미



종합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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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마케팅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창작 연구소

서울필름아카데미

테마별 커피까페

미용/헬스클럽

콘텐츠수입사

콘텐츠 배급사

한류체험 관광코스

전문화 거대화 글로벌화 승자독식 감성시대 개성시대

www.nyxstudio.net

비디오 DVD방 요구/필라테스 클럽

온라인 매거진 연예인 펜 까페

창작 플랫폼



닉스 스튜디오
독립 별산제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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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사
(8863)

서울필름
아카데미

버추얼스튜디오
(27)

대형 영상 스튜디오

온라인잡지

대형 사진스튜디오

사진스튜디오
(10)

포토그래퍼
(50)

사진아카데미

사진갤러리
해외글로벌
비즈니스대형연예기획사

콘텐츠 배급 영상제작
(10000)

종합콘텐츠 기업

www.nyxstudio.net

종합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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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진 스튜디오

사업자별 스튜디오 운영 및 공동
스튜디오 운영으로 소규모로 운
영하고 있음.

대형 스튜디오

1. 기존 스튜디오방식
대로 운영함.

2. 건물 또는 거리에 통
합하여 입주하고 집
단화, 전문화 운영

3. 통합하여 운영되지
만 개별사업자임.

기존 사진 학원

사업자별 스튜디오 운영와 병행
항 소규모로 학원운영.

기존 대학 사진학과

학교별 저명한 포토그래퍼를 영
입하여 사진학과 운영

기존 사진 동우회

지역별, 단체별 사진촬영 동우회
가 운영되고 있음.

통합사이트 & 잡지

1. 기존 실적을 통합하
고 사진작가 및 온라
인 사진잡지 사이트.

2. 한국관광코스 개발
3. 휴식공간, 레져공간
4. 뷰티공간 & 데이트.

사진 아카데미

1. 직업학과 개설로 스
튜디오 지원

2. 취미학과 개설로 다
양한 체험 지원.

제휴기업과 시너지

1. 영화사, 영화아카데
미와 연계.

2. 패션에이전시, 배우
에이전시와 연계.

투자유치 & 관광

1. 대규모사업유치 글
로벌, 한류화.

2. 연관 엔터테인먼트
와 연대하여 발전.

겔러리 & 관광

1. 사진 겔러리 & 뷰티
살롱 연계.

2. 관광, 체험공간, 데
이트 코스.

99% = 90% 1% = 10%

연합=10배 효과

www.nyxstudio.net

대형
사진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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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yxstudio.net

대형 포토스튜디오

1. 다양한 테마별 사진 스튜디오.

2. 다양한 포토그래퍼 & 퍼블릭

3. 겔러리 휴식공간

대형 영상스튜디오

1. 다양한 테마별 사진 스튜디오.

2. 다양한 포토그래퍼 & 퍼블릭

3. 겔러리 휴식공간

연예예술 아카데미

1. 다양한 테마별 사진 스튜디오.

2. 다양한 포토그래퍼 & 퍼블릭

3. 겔러리 휴식공간

대형 스포츠센터

1. 다양한 테마별 사진 스튜디오.

2. 다양한 포토그래퍼 & 퍼블릭

3. 겔러리 휴식공간

대형 뷰티센터

1. 다양한 테마별 사진 스튜디오.

2. 다양한 포토그래퍼 & 퍼블릭

3. 겔러리 휴식공간

대형 연예기획사

1. 다양한 테마별 사진 스튜디오.

2. 다양한 포토그래퍼 & 퍼블릭

3. 겔러리 휴식공간

강남문화예술복합센터

전문화 거대화 글로벌화 승자독식 감성시대 개성시대
전국 프랜차이즈

문화예술복합센터



Studio Photographer

콘텐츠제작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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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건강 중심

아티스트 중심

생활문화 중심

www.nyxstudi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