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생 모집 및 신청방법

‘한국와콤과 함께 하는’ 2022 여름 키즈툰애니틴스쿨
교육생 모집(~7/18)

❍ 모집기간: 2022. 7. 1.(금)~7. 18.(월)

- 온라인 선착순 접수 진행
- 과정별 10명 미만의 교육은 추가모집 또는 통합반 운영
❍ 신청방법: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접수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대상의 콘텐츠 제작 교육 프
로그램인 ‘2022 여름 키즈툰애니틴스쿨’의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만화·웹툰 작가,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 등 전문 강사의 세심한 지도로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
을 향상시키고, 상상과 꿈의 세계를 현실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함께하세요!
 교육개요
❍ 교 육 명: ‘한국와콤과 함께 하는’ 2022 여름 키즈툰애니틴스쿨

- 온라인 신청 후 차수별 입금 대상자에 입금 안내 예정
- 입금대상자 안내 일정: (1차) 7/5(화), (2차) 7/12(화), (3차) 7/19(화)
※ 수강료 납부기간 내 미납 시 자동으로 교육 선정 취소
- 사전납입 필수, 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후 교육 당일 납입
- 교육비 면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기준 제2장 5조, 제5장 28조에 의거 면제
<제2장 5조>

❍ 교육대상: 콘텐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초등학생 4학년~고등학생) 80명 내외
❍ 교육기간: 2022. 7. 25.(월)~8. 5.(금)

❍ 교 육 비: 1인당 120,000원

※ 1일 3시간, 주말제외 10시간 진행(총 30시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교육시간: (오전반) 9:30~12:30 / (오후반) 14:00~17:0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교육장소: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 및 세미나실(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38)

-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해당자 및 그 자녀
- 기타 전략산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제5장 29조>

강의명

강의내용

시간

“관심 주제를 활용한

나의 일상을 만화로 표현하고 사람들과

9:30~

공유하는 인스타툰 제작 과정

12:30

인스타툰 그리기”
”현직 웹툰작가의 웹툰 제작과정
실무 알아보기“

현직 웹툰작가와 함께 하는 ‘스토리
창작→연출 테크닉→작화→편집’ 웹툰
제작 전 과정 체험

14:00~
17:00

“12가지 법칙을 활용한 나만의

애니메이션의 법칙을 학습하고 응용한

9:30~

숏폼 애니메이션 제작”

셀·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

12:30

게임·애니메이션·웹툰·이모티콘 어디나

14:00~

적용 가능한 캐릭터 디자인과 응용

17:00

“나만의 캐릭터 디자인”

장소

강사

세미나실

오필정

컨벤션홀

김가람

② 교육참가자 중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관련 증명서를 제시
하는 경우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의 비율은 한 과목의 10%로 한다.

- 교육비 환불: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기준 제5장 29조 2항에 의거 환불
<제5장 29조 2항>
- 교육실시 이전 또는 SBA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전액환불
-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교육비의 1/2 해당금액

컨벤션홀

홍정민

세미나실

주정은

- 교육기간의 1/2 경과 후: 환불금액 없음

- 교육제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기준 제5장 30조 2항에 의거 환불
<제5장 30조 2항>
② 제6조,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정상적인 교육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교육에

 강사이력
강사
오필정
김가람
홍정민
주정은

서 제외할 수 있으며, 교육에서 제외된 참가자에게는 제29조 2항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주요이력
- 남서울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졸업 및 중·고등학교 출강 경력 다수
- 웹툰 <그.그.그.>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연재 및 <이미테이션: Hear the stage> 공연작가
- 키즈툰애니틴스쿨, 중구 진로박람회, 재미꾼 등 콘텐츠 제작 교육 경력 다수
- <청춘연가>, <그의 빨강> 글·그림작가로 웹툰 플랫폼 코미코에서 다수 작품 연재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애니메이션제작 전공 졸업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특전
❍ 교육 80% 이상 참여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명의 수료증 발급
❍ 교육 부대 프로그램(웹툰작가 1:1 진로 상담회) 참여기회 제공(선착순 모집 예정)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 결과물 온라인 전시·상영회 진행

- <덕혜 마지막황녀>, <흑치상지> 등 애니메이션 제작·연출 경력 다수
- 상명대학교 만화콘텐츠과 졸업 및 문화예술교육사·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 일러스트 <SAM&SNOW> 그라폴리오,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 연재

 부대 프로그램(안)

※ 추후 제반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참여작가 등 변동 가능

❍ 프로그램명: 웹툰작가 1:1 진로 상담회

·

·

m 대

상: 2022 여름 키즈툰애니틴스쿨 교육생 中 선착순 12명

m 일

시: 2022. 7. 30.(토) 10:00~13:00

m 장

소: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집

m 참여작가: 웹툰파트너스 입주작가 2인
m 주요내용: 키즈툰애니틴스쿨 교육 수강을 통해 웹툰작가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 대
상 활발히 작품활동 중인 작가와의 진학·취업 등 진로 상담 기회 제공

 수료식 및 결과물 공유회
m 대

상: 2022 여름 키즈툰애니틴스쿨 수료생 및 학부모

m 일

시: 2022. 8. 5.(금) (오전반) 11:30~12:30 / (오후반) 16:00~17:00

m 장

소: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

m 주요내용: 수료증 수여 및 수료생·학부모 간 결과물 공유회 운영 후 다과회 진행

※ 작품 활용 동의한 학생들 대상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 상영 예정
·

 문의처: 02-3455-8355 (매주 월요일 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