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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D studio ?
포비디 란?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예술적인 행보 " 

For Better Day

4BD studio 는 창의적(creat ive)이고  재미있는 작업으로 매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 예술 활동을 하자! "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캐릭터 및 컨텐츠 제작 전문 스튜디오 입니다.  
 
 모두와 함께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캐릭터 토이, 캐릭터 상품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전시회 및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더욱 쉽고 재밌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와의 협업(col laborat ion)과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아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SNS,Facebook,Behance,Blog 등의 경로를 통하여 4BD 만의  즐거운 결과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4BD is dreaming of both fun and creative works for better future and art activities for having fun in everyday life.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작품과 예술적 재미가 있는 작업 "     

  이것이 4BD가 꿈꾸는 작업 입니다.

Work Process



아트 콜라보
ART Collaboration

소속 아티스트들의 작품 및 개성있는 스타일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체 및 클라이언트와 함께

상업예술에서 높은 가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RT COLLABORATION BANASTAR chracters brand



ART COLLABORATION Electromart CF (E-MART)

이마트의 일렉트로마트 CF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찰스장, 카제박, 이기택, 전자맨)



ART COLLABORATION Electromart CF (E-MART)

이마트의 일렉트로마트 CF 이미지작업



ART COLLABORATION MAX TRAX collaboration

미국 뮤지션 “맥스트랙스” 앨범 아트콜라보레이션



ART COLLABORATION S-oil & total collaboration



ART COLLABORATION S-oil & total collaboration



ART COLLABORATION DR.MARTENS collaboration



국내최정상 아카펠라그룹 - 메이트리 아트 콜라보레이션

ART COLLABORATION MAYTREE art collaboration



ESPN Deportes WBC - 포스터 한국대표 콜라보레이션

ART COLLABORATION ESPN EBC poster artist



ART COLLABORATION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RT COLLABORATION COOLINIC Character

쿨리닉 캐릭터 디렉팅



ART COLLABORATION NAVER webtoon G.O.H with Bicof

네이버웹툰 “갓오브하이스쿨” vs “놓치마정신줄” 아트콜라보 - 국제만화축제 Bicof



ART COLLABORATION Musician Jennifer Chung

미국 뮤지션 “제니퍼 청” 앨범 아트 콜라보레이션



페이퍼토이 콜라보
Paper Toy

4BD 페이퍼토이 디자인으로 다양한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한 결과물과 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입니다.

< 4BD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페이퍼토이 디자인과 납품에 관련된 모든 제작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페이퍼토이
아트토이는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같은 모양, 다른 크기의 토이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의 그림을 입히거나 디자인에 일부 변형을 가한 인형류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장난감에 예술을 접목한 ‘아트토이’는 1990년대 중후반 홍콩과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종이로 만드는 아트토이를 페이퍼 토이라 말합니다.

페이퍼토이는 여러 페스티벌과 행사를 통해 체험교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는 한정판 등이 선보여지고 있으며
페이퍼토이만의 새로운 문화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페이퍼토이가 교구로써도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페이퍼토이를 
체험하며 만드는 과정이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참여하는 아이들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만드는 것에 높은 흥미도를 보여
창의력(Creative)를 길러줄 수 있는 대체 장르로 가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Paper Toy Work Process



디자인 기본 스케치 및 공정

Paper Toy Design & Characters DesignWork Process



PaperToy template making 페이퍼토이 만들기 및 전시 구성

DisplayWork Process



TWICE-JYP with dramaPAPER TOY

트와이스 - 아이돌 가수 페이퍼토이



TWICE-JYP with dramaPAPER TOY

트와이스 - 아이돌 가수 페이퍼토이



LICENSE S.M. EntertainmentPAPER TOY



제품 디스플레이

LICENSE S.M. EntertainmentPAPER TOY



LICENSE S.M. EntertainmentPAPER TOY

EXO 엑소 - 아이돌 가수 페이퍼토이



청하 - 아이돌 가수 앨범 페이퍼토이

PAPER TOY BRAND MNH - 1st. ALBUM CHUNG-HA



SM ent - NCT127PAPER TOY



SM ent - NCT127PAPER TOY

NCT127 - 아이돌 가수 페이퍼토이



BRAND NAVER WEBTOONPAPER TOY



JTBC 방송 협찬

BRAND   - KOREA broadcasting SponsoredPAPER TOY



JTBC 방송 협찬

LICENSE JTBC - KOREA broadcasting SponsoredPAPER TOY



PAPER TOY



Seoul App FestivalPAPER TOY

하나투어 - 페이퍼토이



BRAND SBS ESPNPAPER TOY

네이버 웹툰 - 캐릭터 페이퍼토이



BRAND FILAPAPER TOY



BRAND FILAPAPER TOY



LICENSE Korea WebtoonPapertoy



Seoul App FestivalPAPER TOY



Seoul App FestivalPAPER TOY



Seoul App FestivalPAPER TOY



PAPER TOY Seoul App Festival

슈퍼윙즈 & 헬로우카봇 - 캐릭터 페이퍼토이



포비디 페이퍼토이 제품
4BD - Paper Toy Products

4BD 에서는 자체캐릭터를 활용한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이 들어간 귀여운 창작 캐릭터>



네이버 웹툰 - 캐릭터 페이퍼토이

LICENSE Korea WebtoonPRODUCTS



4BD  캐릭터 페이퍼토이 제품

4BD - PAPER TOYPRODUCTS



4BD - PAPER TOYPRODUCTS



BRAND Samsung PublisherPRODUCTS



상업적 목적 금지/ 도서명과 삼성출판사

BRAND Samsung PublisherPRODUCTS



상업적 목적 금지/ 도서명과 삼성출판사

BRAND Samsung PublisherPRODUCTS



전시 & 행사 기획
Exhibition Planning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 작품 등 전시 경험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전시와 캐릭터 개발 및 작품 활동을 진행해 해오고 있습니다.  



ArtToy Culture BANASTAREXHIBITION PLANNING

아트토이컬쳐 - 바나스타 캐릭터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부천시 캐릭터 협약식 - 바나스타 캐릭터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부천시 캐릭터 협약식 - 바나스타 캐릭터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대형캐릭터 벽화 - 바나스타 캐릭터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대형캐릭터 벽화 - 바나스타 캐릭터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대형캐릭터 벽화 - 바나스타 캐릭터



대형캐릭터 벽화 - 바나스타 캐릭터 제막식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바나스타 캐릭터 -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장 감사장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대형캐릭터 벽화 - 바나스타 캐릭터 제막식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망대 - 바나스타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BANASTA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EXHIBITION PLANNING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망대 - 바나스타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BANASTA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EXHIBITION PLANNING



소사국민체육센터 - 바나스타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소사국민체육센터 - 바나스타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경찰 안심지킴이 - 바나스타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ArtToy Culture BANASTAREXHIBITION PLANNING



바나스타 캐릭터 과자와 인형

BANASTAR snackEXHIBITION PLANNING



바나스타 캐릭터 과자

BANASTAR muralEXHIBITION PLANNING



롯데백화점 - 바나스타 캐릭터 전시

BANASTAR exhibitionEXHIBITION PLANNING



롯데백화점 - 바나스타 캐릭터 전시

BANASTAR exhibitionEXHIBITION PLANNING



바나스타 캐릭터 협찬 전시 - 블루캔버스 “헬로!아이엠”

BLUE CANVAS exhibitionEXHIBITION PLANNING



Korea manhwa museumEXHIBITION PLANNING



Hyundai Gallery HEXHIBITION PLANNING



Tokyo Big Sight - GIFT SHOWEXHIBITION PLANNING



Korea insadong SSAMZIGILEXHIBITION PLANNING



Korea insadong SSAMZIGILEXHIBITION PLANNING



U.U ProjectEXHIBITION PLANNING



U.U ProjectEXHIBITION PLANNING



U.U ProjectEXHIBITION PLANNING



U.U ProjectEXHIBITION PLANNING



Wing shoesEXHIBITION PLANNING



Airaku exhibition.Wing shoesEXHIBITION PLANNING



SOLE & SHAPE – 1ST SNEAKER EVENT IN ROMANIABRANDEXHIBITION PLANNING



Gaspard et lisa - Paper toyBRANDEXHIBITION PLANNING



U-PLEXBRANDEXHIBITION PLANNING



U-PLEXBRANDEXHIBITION PLANNING



JEJU - Character Art Culture - ArtistEXHIBITION PLANNING



WLV3 - Paper toy ArtistEXHIBITION PLANNING



HYUNDAI OUTLETSBRANDEXHIBITION PLANNING



BRAND HYUNDAI OUTLETSCHARACTER



체험학습 & 강의
Lecture & Speaking 

4BD는 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캐릭터 디자인 및 일러스트 작품 등
예술적인 가치와 교육을 통한 재미를 가진 캐릭터 개발법을 공유하므로써 

누구나 쉽게 캐릭터를 접하고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TCNJ(USA) - BANASTAREXHIBITION PLANNING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PresentationLECTURE & SPEAKING



Lincoln University Skype SeminarLECTURE & SPEAKING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PresentationLECTURE & SPEAKING



Behance KoreaLECTURE & SPEAKING



Incheon Art Platform FestivalLECTURE & SPEAKING



Incheon Art Platform FestivalLECTURE & SPEAKING



Gunpo E Business High school LectureLECTURE & SPEAKING



Bucheon Manhwa Museum LectureLECTURE & SPEAKING



USA - TCNJ(The College of Newjersy) Lecture LECTURE & SPEAKING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010-7627-2122 , 010-9311-4122Mobile

Homepage

E-mail

Address

4BD@the4BD.com

www.The4BD.co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87-2 번지 311호 
포비디 스튜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