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명

국문 미술사 학점 2 학년-학기  1-1,1-2

영문 Art History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1학년학생 전체, 미술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 현대만화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싶은 학생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이론과 습득(70%), 탐구와 모색(30%)로 구성된다.

2. 미술사를 통해 문화적 배경과 그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작가의 개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시대별 연관 관계와 작품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문화에 대한 심미안을 키운다.

4. 미술과 매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학습목표
1. 미술사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에대한 심미안을 키운다.

2. 문화의 다양성과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작품에 응용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미술사를 이해하고 각 시대별 미술의 특성을 정리 할 수 있다.

1-2 모둠을 이루어 미술사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구두로 발표 할 수 있다.

2-1 미술사에 나타난 사조를 이해하고 서로 토론 할 수 있다.

2-2 미술사에 나타난 사적 의미와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연기실습 학점 2 학년-학기  1-1,1-2

영문 Acting practice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제작을 위한 전통적인 서사의 이론과 구조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70%), 기술의 습득(30%)로 구성된다.

2. 연기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연기를 체험하여 만화 캐릭터 구상 능력을 향상한다.  

● 학년별 스쿨교양 교과목

과목명

국문 건축과배경 학점 2 학년-학기 1-1,1-2

영문
Architecture and 

Background Design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작품의 세계관이 반영된 배경그림그리기와 그에 어울리는 건물 디자인을 원하는 학생

과목개요

기술의 습득(50%)과 모색과 도전(50%)

만화작품의 공간적 설득력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배경디자인이다. 자연물과 인공물 중 배

경의 주요 시각요소로 활용되는 건축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양식의 건축을 구분하고, 건축을 통

해 시대와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다양한 건축양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시대에 따른 건축양식을 구분할 수 있다. 

3. 동양과 서양의 건축양식을 구분할 수 있다. 

4. 만화에 필요한 건축양식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만화에 활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 고대 건축, 그리스 건축, 로마 건축, 로마네스크 건축의 스타일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
- 고딕 건축, 르네상스 건축, 프랑스 고전주의 건축, 바로크 건축의 스타일을 구분
하여 설명할 수 있다. 

2-1 - 한, 중, 일 건축을 중심으로 동양 건축의 스타일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2 - 현대 건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건축 양식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 

3-1
- 만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건축양식을 구분하고, 만화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건축이 

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건축 양식을 만화배경에 활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캐릭터와 연기이론에 대해 이해한다. 

2. 캐릭터의 상황에 맞는 표현을 실습한다. 

세부목표

1-1 캐릭터에 따른 연기 표현법을 이해한다. 

1-2 캐릭터의 움직임과 감정을 이해한다. 

2-1 캐릭터의 상황과 감정에 따른 움직임을 실습한다. 

2-2 다양한 캐릭터의 상황과 감정을 몸으로 묘사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대중문화사 학점 2 학년-학기  1-1,1-2

영문 Pop Culture History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대중문화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문장 독해능력, 기초 인문학, 문화콘텐츠의 이해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100%)로 구성된다.

2. 대중문화의 역사를 이해하고 고전문학을 분석해 콘텐츠 창작자의 교양과 기초적 소양을 기른다. 

학습목표
1. 대중문화의 변천사를 통해 역사와 문학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한다. 

2. 스토리창작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창작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세부목표

1-1 대중문화의 흐름과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한다. 

1-2 대중문화사의 대표적인 작품의 작가를 이해하고 시대적 흐름을 파악한다. 

1-3
다양한 장르의 고전과 근현대문학을 통해 시대별로 역사적인 배경과 작품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다. 

2-1 다양한 문학의 플롯을 이해하고 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2-2 스토리 아이디어들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콘텐츠비평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Contents of Critical 

Review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V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과목명

국문 인물사진의이해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Understanding Portrait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V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인물사진 촬영에 대한 방법론 학습 및 컷 연출을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PC로 인터넷 서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 기본 활용 능력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20%), 탐구와 모색(20%), 완성과 결과(60%)로 구성된다.

2. 인물사진에 대한 방법론을 학습한다.

3. 인물사진의 연출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학습목표
1.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출 의도에 맞춰 인물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2-1 인물사진에 대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1 다양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조작해 인물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4-1 연출 의도에 맞춰 인물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읽기와쓰기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Reading and Writing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창작자를 위한 기초적 교양을 습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30%), 완성과 결과(70%)로 구성된다.

2. 콘텐츠 창작의 기본이 되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하고, 만화창작의 기초 소양을 기른다. 

학습목표
1. 즐겁게 꾸준히 독서하며 읽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스토리 창작의 재료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스토리 아이디어를 찾고 이것을 간단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간단한 에세이형태의 글을 쓸 수 있다. 

세부목표

1-1 단편소설과 장르문학을 읽고 작품 속의 이야기 요소들을 분석하여 말할 수 있다.

1-2 신문기사(article)을 기사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1-3
철학, 역사, 경제 등 인문학 관련 텍스트(책, 아티클, 논문 등)을 읽고, 인문학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2-1 인문학 관련 텍스트를 창작의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다. 

2-2 스토리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읽기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할 수 있다.

2-3 스토리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간단한 에세이형식의 글을 창작할 수 있다.

블 록 식   (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문화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싶은 학생

과목개요
이 수업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기초적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수업이다. 창작자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를 습득하고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목표
1.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2. 각 콘텐츠의 특징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2 수용자 입장에서 각 콘텐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2-1 각 콘텐츠의 특징과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다.

2-2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여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포토샵첫걸음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Photoshop Basic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V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포토샵을 기초부터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PC로 인터넷 서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 기본 활용 능력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포토샵 실습(100%)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포토샵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포토샵의 기초부터 학습하는 수업이다.

3. 포토샵을 활용한 작업 파일 설정, 그림 그리기, 사진 가공하기, 효과 적용하기, 이미지 편집하기, 

타이포그래피, 저장 및 출력을 학습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디지털 이미지와 디지털 이미지 저작툴의 이해와 활용

용도에 따른 이미지 파일의 세팅, 저장, 출력 실습

기본툴을 활용한 디지털 이미지 결과물 제작 실습

1-2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이미지 결과물 제작 실습



과목명

국문 장르연구 학점 2 학년-학기  2-1,2-2

영문 Research on Genre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만화의 여러 장르를 이해하려는 

학생

장르만화 작가, 스토리텔러, 기획자를 지망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

선수과목 만화의이해, 읽기와쓰기, 스토리텔링의이해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으로 이루어진다. 

2. 이야기 만화 창작을 심화시키는 과목. 잡지, 단행본, 웹 등에 연재되는 장르만화를 분석하고, 장

르만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장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만화, 영화, 소설을 감상하고 이를 통해 장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4. 각 매체의 성격에 맞는 장르만화를 창작하기 위해 기획, 시놉시스, 캐릭터 설정, 콘티, 시안을 완

성한다.

학습목표

1. 대중문화 서사 콘텐츠와 만화콘텐츠의 장르가 지닌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장르만화를 개발하며 매체의 성격에 맞게 장르만화를 

연출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대중문화에서 장르의 형성과 탄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만화에서 장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1-2
-장르를 만드는 여러 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장르의 컨벤션의 종류와 활용을 이해하고, 자기 작품에서 활용할 수 있다.

2-1

-액션, 판타지 만화 장르의 컨벤션을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작품 중 액션, 판타지 장르를 구분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장르의 법칙을 활용해 관련 장르만화 콘티를 그릴 수 있다. 

2-2
-로맨스, 스포츠 만화 장르의 컨벤션을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작품 중 로맨스, 스포츠 장르를 구분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2-1 합성, 페인팅, 패턴, 질감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이미지 결과물 제작 실습

2-2
타이포그래피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이미지 결과물 제작 실습

포토샵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디지털 이미지 결과물 제작 실습

과목명

국문 클래식음악과서양문화사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Classical music &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콘텐츠 창작과 관련하여 인문학적 지식에 관심이 있는 1,2,3학년 학생 

과목개요
클래식 음악을 작곡가 중심으로 감상하고 교수는 작곡가의 생애와 역할에 대한 취재 자료와 재구성

된 만화를 설명한다. 수강생들은 이를 노트 필기로 요약 정리하면서 내용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주요한 클래식음악을 작곡가 별로 감상하여 클래식 음악 감상에 필요한 작곡가, 음악 형식, 장르, 

기본적인 용어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와 연관된 주요 생활사, 역사, 연관 예술분야와의 관

련성 등을 함께 공부하여 지식의 습득과 연구, 통합과 분석 및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들을 공

부한다.   

세부목표

1-1 클래식 음악의 주요 작곡가들을 알고 그들의 대표작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다.

1-2 클래식 음악의 주요 용어, 악기, 음악의 형식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1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2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의 일생을 요약하여 노트로 정리할 수 있다.



-장르의 법칙을 활용해 관련 장르만화 콘티를 그릴 수 있다. 

2-3

-코메디, 음식 장르의 컨벤션을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작품 중 코메디, 음식 장르를 구분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장르의 법칙을 활용해 관련 장르만화 콘티를 그릴 수 있다. 

2-4

-미스테리 호러, 좀비 장르의 컨벤션을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작품 중 미스테리 호러, 좀비 장르를 구분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장르의 법칙을 활용해 관련 장르만화 콘티를 그릴 수 있다. 

2-5

-SF, 드라마 장르의 컨벤션을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작품 중 SF, 드라마 장르를 구분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장르의 법칙을 활용해 관련 장르만화 콘티를 그릴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재와분석 학점 2 학년-학기  2-1, 2-2

영문

Methodologies for 

research and covering in 

storytelling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

선수과목 만화의이해, 읽기와쓰기, 스토리텔링의이해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으로 이루어진다. 

2. 자료조사, 검색, 취재 등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3.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여, 만화기획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4.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초적 스토리텔링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1. 자료조사, 검색, 인터뷰, 현장 조사 등 취재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실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취재한 자료를 분류,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다. 

3, 취재 및 분석된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스토리텔링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취재와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주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1-2

-정리된 키워드를 활용해 인터넷 검색, 도서검색, 논문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내가 필요한 지식을 취재할 수 있다. 

2-1
-역사, 철학 등 인문학 관련 도서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를 찾아낼 수 있다.

2-2
-과학 관련 도서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

다. 

과목명

국문 그림책의이해 학점 2 학년-학기  2-1, 2-2

영문
Understanding Picture 

Books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미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나 동화 작가가 되고자하는 학생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60%), 완성과 결과(40%)로 구성된다.

2. 동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한 기초 조형 훈련으로 동화 그림책을 이해하고 그 개념

에 맞추어 동화 그림책 습작을 연습함으로서 동화 그림책 실기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학습목표 동화 그림책을 이해하고 그 개념에 맞추어 일러스트레이션 실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세부목표

1-1 동화 그림책을 이해하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1-2 제시된 동화에 맞는 스케치를 그릴 수 있다.

1-3 스케치를 바탕으로 채색을 하여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다.

1-4 크리틱을 통한 작품 표현 능력을 배양하여 자기작품 창작에 활용할 수 있다.



2-3
-다양한 신문기사 및 다큐멘터리 소스를 조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3-1
-필요한 취재 대상을 선정하고, 취재 대상과 인터뷰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다양한 인터뷰 기법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여 인터뷰할 수 있다. 

3-2
-자료조사 및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정리한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활용해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업의길 학점 2 학년-학기 3-1

영문
Digital tools for Successful 

Job Applicants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디자인, 출판 등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 디자인, 편집에 관련된 기초수준 이상의 디지털 툴 활용 지식 

선수과목 디지털툴, 모션코믹스, 출판편집Ⅰ

병행추천

과목 (선택)
디지털출판프로젝트Ⅰ, 출판편집Ⅱ

과목개요

취업을 진로로 고려하는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분야에 필요한 디지털 툴들의 

활용 능력을 재점검하여 해당 툴을 활용한 작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한다.

학습목표
1. 포토샵, 페인터,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인디자인, 프리미어 등의 디지털 툴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디지털 툴들을 작업결과물을 만들어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자신의 진로 선택에 필요한 디지털 툴을 선택하고 기본적인 활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1-2 해당 디지털 툴 활용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2-1 현장 업무와 관련된 포트폴리오용 결과물 제작계획을 세울 수 있다.

2-2 디지털 툴을 활용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업클리닉 학점 2 학년-학기 3-2

영문 Job Clinic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V)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콘텐츠스쿨의 3학년 2학기 학생 중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디지털 툴 활용법

선수과목 취업의길

병행추천

과목 (선택)
창작자의길

과목개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업계현황을 파악하고 희망 취업처에 대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력서, 자

기소개서를 작성한다.

학습목표
1. 취업 희망업체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면접에서 다양한 질문에 대응하며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설명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취업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수정, 편집할 수 있다.

1-2 취업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2-1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면접자세, 말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운다. 



과목명

국문 퍼스펙티브 학점 2 학년-학기  1-1,1-2

영문 Perspectives for Comic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제작의 공간드로잉의 기초원리인 원근법을 배우고자하는 학생

과목개요
1. 만화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총체적 기초작업으로서의 퍼스펙티브는 배경 및 소품을 

그릴시 소실과 시점에 맞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수업이다. 

학습목표
1. 소실과 시점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하고 아이레벨, 부감, 앙각 등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다. 

2. 퍼스펙티브를 활용하여 소품, 실내외 배경을 그릴 수 있다. 

세부목표

1-1
-소실과 시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다. 

-미술에 활용된 원근법과 퍼스펙티브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다. 

1-2

-눈높이(Eye Level)를 이해하고 부감(High Angle)과 앙각(Low Angle)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다. 

-1점, 2점, 3점 투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1

-퍼스펙티브를 활용하여 소품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책상, 의자, 자동차, 

기계물 등)

-아이레벨의 변화에 따른 인공물을 그려낼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미소년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
학점 2 학년-학기  1-1,1-2

과목명

국문 캐릭터와의상 학점 2 학년-학기 1-1,1-2

영문 Character & Costume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1학년학생 전체, 캐릭터와 의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의복사

선수과목  미술사. 표현기법(색채표현)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의상 자료 취재(50%), 학습과 표현(50%)으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조형예술의 기본 구성 원리와 작품에 응용 가능한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수업은  기초 조형 요소에 대한 풍부한 예제와 작품 분석을 통해 조형의 원리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작품의 스타일과 캐릭터 설정에 맞는 의복/신발 등의 디자인을 도출 한다.

학습목표

1. 캐릭터에 맞는 지역별 의복의 역사와 스타일, 기능 등을 공부하고 응용하여 작품의 설정에 

맞게 디자인 할 수 있다. 

2. 캐릭터에 맞는 시대별 의복의 역사와 스타일, 기능 등을 공부하고 응용하여 작품의 설정에 

맞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인체와 착복

 복식사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복식을 캐릭터에 활용 할 수 있는 복식자료를 검토하고 취합한다. 

1-2  동양, 서양, 아랍 등 중에서 제시된 지역별 복식 스타일 분석과 설정집 제작

2-1  동양, 서양, 아랍 등 중에서 제시된 디자인과 구조분석과 설정집 제작

2-2
 기말 프로젝트

 -개인별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자료취합을 하여 캐릭터 복식을 디자인 한다.

● 학년별 전공기초 교과목



영문
Cute boy & girl

Illustration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을 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을 일상적으로 감상하고 즐기는 취향, 포토샵 기본활용 

능력

선수과목 없음

병행추천

과목 (선택)

1-1 발상법, 만화조형, 관찰과 표현, 인체드로잉, 디지털툴1(포토샵),

1-2 만화캐릭터설정, 만화가를 위한 인체해부학, 표현기법(색채표현)

과목개요
1.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2. 드로잉 스타일, 표현 기법 디지털 기법 등을 습득하여 이를 활용해 결과물을 완성한다.

학습목표

1.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이 요구하는 특징적인 양식, 코드, 드로잉, 기법 등을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다.

3.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에 적합한 드로잉 스타일, 표현 기법, 디지털 기법 등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4. 다양한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을 기획, 제작, 완성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현대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의 탄생과 양식 발전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역

사적 코드, 문화적 코드, 미술사적 코드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의 등장과 역사, 기법과 스타일 발전의 흐름, 분파와 계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계

층, 소비 방법과 성향, 시장의 요구와 유행,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오타쿠, 후죠시, 모에, 로리콘, 쇼타콘, 브라더콘, 시스타콘, 츤데레, 얀데레, 

쿨데레, 헤타레, 텐네보케, 도짓코, 절대영역, 판츠라, 안경, 고딕(고스), 스쿨룩, 공

수관계 등 관련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전문용어와 코드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 드로잉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의 얼굴, 표정, 

체형, 자세, 구도, 패션, 장르별 필수요소, 장르별 금지요소 등 포인트가 되는 코드와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선, 채색, 터치, 양식 등 특징적인 기법을 이해

하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타 분야 일러스트레이션과 구분되는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

트레이션이 요구하는 특징적인 양식, 코스, 드로잉, 기법 등을 바르게 이해 및 설명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다.

2-1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에 적합한 드로잉 스타일, 표현 기법, 디지털 기법 

등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을 기획, 제작, 완

성할 수 있다.

2-2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에 적합한 드로잉 스타일, 표현 기법, 디지털 기법 

등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미소년 미소녀 일러스트레이션을 기획, 제작, 완

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드로잉첫걸음 학점 1 학년-학기  1-1,1-2

영문 Drawing for beginners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그림실기의 기본기가 부족하여 형태를 중심으로 한 드로잉의 기초를 익히고 싶은 학생

과목개요

실기위주의 스쿨이므로 실기에 자신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기초드로잉과목

자신의 손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일상적 사물들의 형태를 관찰, 선으로 묘사하는 것부터 시작하

여 간단한 톤 묘사로 실재감 있게 묘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학습목표 1. 눈으로 본 것을 표현할 수있다.(형태를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기초 도형을 그리고 형태에 명암을 넣어 입체감등을 표현할 수 있다.

3. 주변의 소품들을 관찰하여 그리고 톤을 넣어 사실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4. 기초적인 드로잉도구 사용법을 익혀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손을 보고 선을 떼지 않고 천천히 관찰하여 그릴 수 있다.

1-2 의자나 책상등을 관찰하여 윤곽부터 그릴 수 있다.

1-3 식물이나 나무등 자연물을 관찰하여 그 형태를 그릴 수있다.

1-4 인체크로키를 통해 선으로 인체를 표현할 수 있다.

1-5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

2-1
기본 조형 석고상들의 형태를 그리고 명암을 넣어 입체감과 덩어리 감을 표현할 수 있

다.

2-2 고유색이 가진 톤을 이해하고 컬러와 흑백표현으로 표현 할 수 있다.

3-1
핸드폰, 필통, 가방등 주변 소품을 선으로 그리고 톤을 넣어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

다.

4-1
연필, 펜, 라이너, 색연필, 먹, 지우개, 와 수채화 재료 등으로 각종 종이에 그려봄으로  

기본적인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디지털페인팅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Digital Painting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페인팅을 하고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능력

선수과목 포토샵 첫걸음

과목명

국문 예술만화읽기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Reading Art Comics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 V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만화가 가진 예술성, 예술로서의 만화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하는 만화콘텐츠스쿨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

선수과목

과목개요

1. 탐구와모색(100%)

2. 만화의 예술성, 예술만화의 특징에 대해  창작자와 독자의 입장으로 토론한다.

3. 다양한 예술만화를 읽고 창작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토론하며 감상을 나누고 기록한다.

학습목표
1. 만화의 예술성에 대해 창작자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다.

2. 예술만화작품을 읽고 감상을 토론하고  주제, 연출 스타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만화가 가진 예술성에 대해 독자와 창작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토론할수 있다.

2-1
무엇을 예술만화라고 하는지 정의하고 그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다.

2-2 한국,일본,유럽,미국 권역별 예술만화를 비교분석하여 작품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2-3 예술만화의 주제, 연출, 스타일, 유통방식등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다. 

2-4 예술만화읽기를 통해 이해한  것을 자신의 작품창작 기획에 적용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모션코믹스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Motion Comic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X)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1학년학생 전체, 모션코믹 제작에 관심이 있는 모든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컴퓨터 활용능력, 기초 수준의 포토샵 활용능력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1. 모션코믹 제작툴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모션을 적용한 만화를 만들어 본다.

2.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제작하고 연구한다.

학습목표

1. 모션 코믹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의 사용법을 익힌다. 

2. 제공된 이미지 혹은 작품을 활용하여 모션코믹을 제작함으로써 모션코믹의 제작능력과 모션코믹

의 가능성 및 연출능력을 익힐 수 있다.

세부목표

1-1 모션코믹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의 사용법을 기초 수준에서 익힐 수 있다.

2-1
제공된 이미지 소스를 활용하여 툴의 사용을 숙련하기 위해 간단한 모션코믹 샘플을 

제작할 수 있다.

2-2
개별 학생이 선정한 상용 웹툰 작품을 활용하여 3페이지 분량의 모션코믹으로 변환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2-3
발상법 수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3페이지 분량의 모션코믹으로 변환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2-4 본인이 제작한 4컷 만화를 활용하여 모션코믹으로 연출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디지털툴(일러스트레이터) 학점 2 학년-학기  1-1, 1-2

영문 Digital tool(Illustrator)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확대/축소해도 깨지지 않고 칼 같이 깔끔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벡터 디지털툴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

병행추천

과목 (선택)
포토샵 첫걸음, 만화기초드로잉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50%), 탐구와 모색(20%), 완성과 결과(30%)로 구성된다.

2. 디지털 페인팅의 기본을 이해하고 컨셉 페인팅을 제작하기 위한 이미지표현에 중점을 둔다.

3. 디지털 페인팅툴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셉 아트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목표
디지털 페인팅을 구현하기 위해 포토샵 툴을 숙지하고 다양한 디지털 드로잉 표현능력을 위한 

기초작업의 토대를 마련하다. 

세부목표

1-1

만화/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이미지표현을 위한 기초적인 이해(수작업 드로잉을 의도한 

해상도에 맞춰 스캔할 수 있다./ 톤&매너 이미지 계획하여 레이어를 설계하며 색을 

입힐 수 있다./ 조명과 무드에 따라 다른 느낌을 그릴 수 있다.)

2-1 타블렛을 이용하여 드로잉 및 스케치를 할 수 있다.

2-2 타블렛을 이용하여 인체드로잉을 할 수 있다.

2-3 명화를 선정하여 디지털 툴로 모작을 할 수 있다.

2-4 타블렛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미지표현을 할 수 있다.

3-1 다양한 스케치 기법들을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3-2 타블렛을 이용한 다양한 채색 및 다양한 이미지표현을 할 수 있다.

3-3 비트맵 툴을 활용하여 컨셉 아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 포토샵 사용 능력

선수과목

과목개요
1. 벡터 이미지 작업을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2. 일러스트레이터의 활용 방법을 습득한다.

학습목표

1. 벡터 이미지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일러스트레이터 활용 방법을 습득한다.

3.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양한 벡터 이미지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벡터이미지를 특징과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벡터이미지 파일 규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메뉴, 도구상자, 패널, 심볼, 패턴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도형, 정렬, 패스파인더, 패턴 등을 활용해 다양한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1-2

패스 라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펜툴을 사용해 패스 라인을 그려 다양한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도형, 펜툴, 정렬, 페스파인더, 패턴 등을 활용해 다양한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만화 캐릭터를 벡터 이미지로 묘사할 수 있다.

2-1

벡터 그래픽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결과물을 벡터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타이틀, 로고, 심볼, 마크, CI, 배너 등을 벡터로 만들 수 있다.

만화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 심볼, 패턴 등을 벡터로 만들 수 있다.

2-2

그림과 글이 조합된 만화책 표지를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림과 글이 조합된 만화 달력을 벡터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그림과 글이 조합된 1~2p 분량의 짧은 만화 원고를 벡터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용도에 맞게 정확한 포맷과 규격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액션드로잉 학점 2 학년-학기  2-1,2-2

영문 Action Drawing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콘텐츠스쿨의 2,3학년 학생중 인체의 액션을 중심으로 모델드로잉을 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인체해부학, 원근법

선수과목 인체드로잉, 만화가를위한인체해부학, 만화캐릭터설정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프리프로덕션, 출판만화창작Ⅰ.  웹툰창작Ⅰ,  카툰과캐리커쳐

과목개요
만화에 많이 쓰이는 기본동작과 액션이 강한 동작들을 모델드로잉과 교재를 통해 익히는 수업

배우고 익힌 포즈와 동작을 자신의  남녀노소 캐릭터에 적용시켜 캐릭터포즈집을 만든다.

학습목표
1. 앉고 서고 걷는 기본 동작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그릴 수 있다.

2. 달리고 넘어지는 액션과 상대와의 관계지향적 포즈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세부목표

1-1
서있는 자세의 기본비례를 바탕으로 짝다리등 몸의 균형점이 바뀔 때의 동작변화를 추

적해 그릴 수 있고 그것을 캐릭터화해서 그릴 수 있다. 

1-2 좌상,와상등의 기본비례와 응용동작의 인체를 그리고 캐릭터에 적용시킬 수 있다.

2-1 걷고 달리고 넘어지는 동적인 포즈의 인체를 그리고 캐릭터에 적용시킬 수 있다.

2-2
 격투, 포옹, 논쟁등 상대가 있는 관계지향적 포즈의 인체를 그리고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생태드로잉 학점 2 학년-학기  2-1,2-2

영문 Ecology Drawing 주당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시수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2학년학생 전체, 생태드로잉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관찰과 표현(100%)으로 이루어진다. 

2. 직접보고 그리면서 관찰력과 직관적인 표현력을 기르는 수업이다.

3. 주변 사물과 생물에 대한 묘사력과 표현력을 기른다.

학습목표

1. 대상물의 윤곽선을 먼저 파악하고 그릴 수 있으며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신의 관찰력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2. 빛의 변화를 응용하여 대상물을 그릴 수 있다.

세부목표

1-1 관찰을 통해 대상의 윤곽선을 먼저 파악하고 그린다.

1-2 드로잉에 있어 단축의 의미를 이해하고 단축된 형상을 그릴 수 있다.

2-1 대상의 질감, 부피감, 색감, 형태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2-2
색감과 명암의 차이를 이해하고 시간대별 빛의 변화와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북아트 학점 2 학년-학기  2-1,2-2

영문 Book Art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북아트의 방법과 구조를 이해하고 북아트 기법을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는 학

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기초드로잉

선수과목 표현기법

과목개요

1. 이수업은 탐구와 모색(50%), 완성과 결과(50%)로 구성된다.

2. 책의 기본원리와 북아트의 조형세계를 이해하며 전 과정 실습을 통해 다양한 기본 바인딩을 익힌

다. 

3. 시각예술을북 아트에 접목시켜만화 콘텐츠의 다양한 표현방법을모색해본다.

학습목표
1. 북아트의 조형세계를 이해하고 관련한 표현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여러가지 기본 바인딩 기법을 습득하고 작품 제작에 응용,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책의 기본 원리와 성격, 북아트의 역사와 개념 및 조형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1-2 북아트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재료의 활용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다.

2-1
아코디언북, 폴드앤폴드북, 터널북 등 다양한 북아트 작품 형식의 제작방법을 이해하고 

기획을 통해 형식과 내용을 담은 북아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2-2
수업을 통해 습득한 전통적인 바인딩 기법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 북아트 

작품과 포트폴리오북을 제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조소플레이 학점 2 학년-학기  2-1,2-2

영문 Playing with plastic art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캐릭터 창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
3차원으로 입체적인 캐릭터 표현에 관심이 있는 학생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툴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투시원근법 , 인체드로잉, 

선수과목 인체드로잉, 관찰과표현, 만화가를위한인체해부학



병행추천

과목 (선택)
카툰과 캐리커쳐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기술과 습득(20%), 탐구와 모색(30%), 완성과 결과(50%),로 이루어진다. 

2. 상상한 이미지와 캐릭터를 입체로 구성하고 이를 3차원 조형물로 완성한다.

3. 인체해부학을 기초로 자신만의 3차원 캐릭터를 기획, 완성하여 2차원 조형과의 차이점을 이해하

고  3차원 모델링 툴 등 활용방법을 모색한다.

학습목표

1. 자신이 원하는 3차원 조형 캐릭터를 2차원 드로잉으로 기획할 수 있다.

2. 인체 해부학의 사실적 기초에 기반하여 과장, 단순화된 캐릭터를 구성할 수 있다. 

3. 위의 조건에 따라 완성된 2차원 드로잉과 기획서를 활용하여 3차원 조소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머릿속에 3차원 캐릭터를 구상하고 이를 2차원 드로잉으로 구현할 수 있다.

1-2
위의 2차원 드로잉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필요한 부가 설명을 붙

일 수 있다.

2-1 인체 해부학 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장 및 단순화한 캐릭터를 그릴 수 있다.

3-1 테라코타의 기본 재료와 도구 활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2 테라코타 조형물을 드로잉으로 기획한대로 완성할 수 있다.

3-3 기본적인 표정, 동작등을 3차원 조형물로 구현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와색채 학점 3 학년-학기  2-1, 2-2

영문 Cartoon and Color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디지털 색채를 이해하고 만화콘텐츠 제작 시 작품에 효과적인 채색을 구현할 수 있게 학습하

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표현기법, 디지털툴, 만화조형

선수과목 표현기법, 디지털툴, 만화조형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프리프로덕션

과목개요

1. 이수업은 탐구와 모색(50%), 완성과 결과(50%)로 구성된다.

2. 디지털 채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디지털 채색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는 수업이다.

3. 디지털 기반의 색채현상, 효과, 혼합, 속성, 조색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수업

이다.

학습목표

1. 디지털 채색 능력을 통하여 만화콘텐츠 제작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색채계획을 디자인하고, 

색채현상, 효과, 혼합, 속성, 조색을 설계 할 수 있다.

2. 색채의 감정효과와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배색들을 활용하여 설계된 디지털 

색채에 따라 작품에 효과적인 채색을 구현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디지털 채색의 원리와 이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색채 관리를 할 수 있다.

1-2 디지털 기반의 색채현상, 효과, 혼합, 속성, 조색을 연구하고 활용 할 수 있다.

2-1 색채의 감정효과와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배색들을 활용할 수 있다.

2-2 설계된 디지털 채색에 따라 작품에 효과적인 채색을 구현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디지털표현기법 학점 2 학년-학기 2-1,2-2

영문 Digital Expression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디지털(비트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표현기법을 익히고 디지털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학생



과목명

국문 전시기획과실행 학점 2 학년-학기 2-1, 2-2

영문
The Making of

Exhibitions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전시기획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싶은 학생

과목개요
이 수업에서는 전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설치하는 단계까지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익히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학습목표 1. 전시의 기본적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과목명

국문 판화 학점 2 학년-학기 2-1, 2-2

영문 printmaking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만화,카쿤,웹툰을 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판화와 관련된 드로잉이나 색채등 그림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됨

선수과목 색채학

과목개요 판화의 대표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단색 또는 다색 판화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다.

학습목표 판화를 통해서 새로운 제작 기법을 익히고 미래 창작자의 조형 능력을 함양한다.

세부목표

1-1 판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 할 수 있다.

2-1 판화의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다.

2-2 단색 판화를 제작하고 에디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3 다색 판화를 제작하고 에디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4 습득한 판화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능력, 기초 드로잉 능력

선수과목 포토샵 첫걸음, 만화기초드로잉, 디지털 페인팅

병행추천

과목 (선택)
포토샵 첫걸음, 디지털 페인팅, 만화기초드로잉, 표현기법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50%), 탐구와 모색(20%), 완성과 결과(30%)로 구성된다.

2. 디지털 만화와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표현 기법을 익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3. 다양한 디지털 표현기법들을 익힌다. 

4. 시각적 효과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디지털 표현기법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

5. 디지털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셉 아트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목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한히 변형된 이미지를 창조하고 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등 자신의 작품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들을 극대화시켜 디지털 표현기법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디지털 표현기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1
수작업 효과 기법(목탄, 수채화, 파스텔, 동양화), URBAN ART 스타일, 마스크와 

원더랜드 스타일을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다.

2-2
빈티지 스타일, 초현실주의 스타일, 블랜딩 모드를 이용한 몽타주 효과를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다.

2-3 캐릭터와 배경이 있는 드로잉을 할 수 있다.

3-1 창작 디지털 만화/일러스트레이션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감상과 후기를 정리한다

3.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전시를 기획한다

세부목표

1-1 전시의 유래와 역할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2-1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감상문을 쓸 수 있다

3-1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3-2 전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라이트노벨창작 학점 2 학년-학기 2-1, 2-2

영문 Creative of Light Novel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문장 독해능력, 기초 인문학, 스토리텔링의 이해 

선수과목 만화의 이해 / 읽기와 쓰기  

과목개요 특정한 장르의 콘텐츠를 감상하고 분석하며, 창작 과정을 통해 스토리능력을 배양한다. 

학습목표

1. 라이트노벨장르의 콘텐츠를 분석한다. 

2. 라이트노벨의 캐릭터와 시퀀스 중심의 스토리를 구성 할 수 있다.

3. 기획을 중심으로 라이트노벨 서사의 기획서와 창작을 진행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라이트노벨의 역사와 장르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1-2 라이트노벨 창작을 위한 시장조사와 독자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2-1 라이트노벨의 특징을 고려한 작품의 컨셉을 구상할 수 있다. 

2-2 컨셉을 바탕으로 캐릭터와 서사를 구성할 수 있다. 

2-3 캐릭터와 서사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다. 

3-1 라이트노벨의 완성된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3-2 라이트노벨의 창작을 진행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장르만화연출 학점 3 학년-학기  2-1, 2-2

영문 Directing of Genre Comic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시나리오와 콘티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와 연출에 대한 기초 지식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70%), 완성과 결과(30%)로 구성된다.

2. 장르만화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에 따른 스토리보드연출을 학습한다. 

학습목표
1. 장르만화의 다양한 연출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 

2. 다양한 장르만화연출법을 바탕으로 의도대로 스토리보드(얼개그림)를 만들 수 있다.

세부목표

1-1 장르만화를 감상하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1-2 장르만화의 다양한 연출을 분석할 수 있다. 

1-3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황묘사와 연출을 습득한다. 

2-1 작품의도에 맞게 스토리보드 제작을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인텐시브스토리텔링Ⅰ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Intensive storytelling 1
주당 

시수
9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5

수강 대상 만화스토리텔링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스토리텔링, 만화스토리텔링

선수과목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를 목표로 한다. 

2. 이 과목은 이론(90%), 실습(10%)로 구성된다. 

3. 스토리테링 및 만화스토리텔링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인텐시브하게 주요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형 수업이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일정한 블록에 몇 주차 수

업이 한꺼번에 시행된다. 하루 3시간 수업이 15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9시간 5회 진행된

다. 자세한 수업 진행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공지한다. 

학습목표 스토리텔링 관련 주요 저서 5권을 읽고, 토론한다. 

세부목표

1-1 문학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한다. 

1-2 문학에서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만화스토리텔링에 적용할 수 있다. 

2-1 오쓰카 에이지가 정리한 이야기 기본 구조를 이해한다. 

2-2 오쓰카 에이지가 정리한 이야기 기본 구조를 자신의 만화스토리텔링에 적용할 수 있다. 

3-1 오슨 스콧 카드, 오쓰카 에이지 등이 이야기한 캐릭터 구성을 이해한다. 

3-2
오슨 스콧 카드, 오쓰카 에이지 등이 이야기한 캐릭터 구성을 자신의 만화스토리텔링에 

적용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인텐시브이미지Ⅰ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Intensive Image 1
주당 

시수
9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5

수강 대상 현장취재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표현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학생  

병행추천

과목 (선택)
인텐시브스토리텔링Ⅰ

과목개요
이미지표현의 발전을 위해 교외 체험 학습프로그램의 형태로  특정한 이슈의 현장에 직접가서 

취재하며 그림을 그리고 결과물을 토론하는 수업

학습목표

1. 소재가 되는 장소에 직접가서 취재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있다.

2. 공간취재를 통해 오는 영감과 작업의 관계, 관찰과 표현의 선순환을 이해하고 자신의 

작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

세부목표

1-1 동물원, 식물원 등에 가서 자연물을 직접보고 그릴 수 있다.

1-2 시장이나 골목길등 특정한 공간을 취재하고 작품에 활용할수 있다.

2-1 공간의 취재가 가져다주는 영감과 작업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2
이미지디벨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2-2 다양한 플롯과 장면을 연출하는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

2-3 창작 작품 30페이지 이상의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메카닉디자인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Mechanic Design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메카닉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학생, 애니메이션 미술설정, 게임일러스트레이션, 원화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추천.

과목개요

곤충을 비롯한 자연물들의 서로 다른 요소들의 결합과 분해를 통해 새로운 메카닉류를 만드는 

과목이다.

관찰과 독특한 사고를 통한 창의력, 응용능력, 시각화를 위한 드로잉 및 디자인 능력이 필요한 

과목이다. 

학습목표

곤충, 공룡등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계류의 합리적인 움직임을 창조할 

수 있다.

제시된 프로젝트에 따라 메카닉 디자인을 하고 캐릭터 메뉴얼 북을 만들 수 있다.

세부목표

1

-메카닉 디자인의 우수작품사례를 통해 장르, 유형, 스타일을 분류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공물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응용한 디자인 

사례를 살펴본다. 

-주요작품 모작

2

인간형, 이동기계류 메카닉디자인

-인체, 동물, 곤충, 공룡등의 구조를 응용한 메카닉디자인을 한다.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

3

곤충형, 동물형 메카닉디자인

-동물, 곤충, 공룡등의 구조를 응용한 메카닉디자인을 한다.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

4

팀프로젝트

-팀별로 세계관을 설정하고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다양하게 스케치한다.

-기본디자인을 여러개 응용디자인으로 개발, 최종 디자인을 완성한다.

-완성된 디자인이미지를 구성하여 턴어라운드, 색, 재질, 구조설명, 응용동작 등이 

포함된 캐릭터매뉴얼을 제작한다.

과목명

국문 스토리텔링기획서워크숍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Workshop for Storytelling 

Proposal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코스를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 이전학기의 단편, 중편, 장편 스토리텔

링 워크숍 등을 통해 완성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있어야 함

과목개요

-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코스의 최종단계로서 이전학기의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이야

기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특정매체에 맞게 기획서로 가공하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완성된 

기획안을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훈련을 병행한다.

학습목표 수강생 개인의 스토리텔링 기획서를 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다.

세부목표

1

- 개인별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피칭할 수 있다.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매체별 기획서의 특징을 사례분석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

할 수 있다.

- 각자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등으로 분화하여 재가

공할 수 있다.

2

-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

- 사례분석을 통해 콘텐츠 마케팅의 컨셉빌딩을 이해하고 각자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다.

- 추출된 마케팅 훅을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매체별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활용매체를 결정하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해당 매체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정과 



예산, 예상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스토리 콘텐츠, 마케팅 훅, 제작일정, 예산,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안을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가공할 수 있다.

- 완성된 기획안를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인텐시브스토리텔링Ⅱ 학점 3 학년-학기  3-2

영문 Intensive storytelling 2
주당 

시수
9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5

수강 대상 만화스토리텔링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스토리텔링, 만화스토리텔링

선수과목 인텐시브스토리텔링Ⅰ

과목개요
‘인텐시브스토리텔링Ⅰ’에서 스토리텔링 관련 주요 저서를 읽고, 토론했다면 이번 수업에서는 주

요 작품을 텍스트로 스토리텔링의 주요 과제를 토론한다. 

학습목표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를 목표로 한다. 

2. 이 과목은 이론(90%), 실습(10%)로 구성된다. 

3. 스토리테링 및 만화스토리텔링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인텐시브하게 주요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형 수업이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일정한 블록에 몇 주차 수

업이 한꺼번에 시행된다. 하루 3시간 수업이 15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9시간 5회 진행된

다. 자세한 수업 진행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공지한다. 

세부목표

1-1 장르적 스토리텔링을 이해할 수 있다. 

1-2
장르적 스토리텔링의 주요 텍스트를 감상하고 토론하고 이를 자신의 스토리텔링에 적

용할 수 있다.  

2-1 1인칭 서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2 1인칭 서사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을 통해 자신의 스토리텔링에 적용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인텐시브이미지Ⅱ 학점 3 학년-학기  3-2

영문 Intensive Image 2
주당 

시수
9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5

수강 대상 이미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그리는 경험을 갖고자 하는 학생

병행추천

과목 (선택)
인텐시브스토리텔링 Ⅱ

과목개요
인텐시브이미지 수업의 심화수업이다. 이미지표현의 발전을 위해 장면 연출에 따라 직접적인 

취재와 연구를 통해 현장 드로잉을 완성하고 작품에의 활용 방법을 토론하는 수업.

학습목표

1. 소재가 되는 장소에 대한 직,간접적 취재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

2. 공간취재를 통해 오는 영감과 작업의 관계, 관찰과 표현의 선순환을 이해하고 자신의 

작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

세부목표

1-1 조건에 따라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을 취재하고 드로잉 할 수 있다.

1-2 직,간접적 취재를 통해 현장감 있는 공간 드로잉을 완성할 수 있다.

2-1
공간의 취재가 가져다주는 영감과 작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작품 제작에 적절

히 활용할 수 있다.

2-2
자신의 이미지 디벨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자신의 작업에 적용한 만

화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프레젠테이션, 조직화, 펀딩 학점 3 학년-학기  3-2

영문
Presentation, Organization, 

Fund raising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스토리텔링 생산자 (storyteller)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학생

과목개요

콘텐츠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프로페셔널한 능력 중 하나는 자신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이다. 프로젠테이션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거나,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콘
텐츠 프로젝트는 시작된다. 이후 스토리텔러가 기획자로 참여할 경우 혹은 협업자로 참여할 경우 
스토리텔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조직화와 효율적 소통이다. 프레젠테이션, 펀딩, 조직화는 현장에
서 프로 스토리텔러가 겪는 경험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학습목표
자신이 기획한 작품을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함께 작업하는 
스탭을 찾아 자신의 작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세부목표

1
-콘텐츠산업의 다양한 제작 시스템을 이해한다. 
-콘텐츠산업의 제작시스템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한다. 

2
-지난 학기에 기획된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이를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도록 한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지닌 장점과 차이점을 홍보하도록 한다. 

3

-자신의 작품을 프레젠테이션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여러 방법을 알 수 있다.
-투자자나 평가자(공모사업의 경우)에게 내 작품을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어야 한
다.
-전체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4 -내 기획안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스탭을 모을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코스튬디자인 학점 3 학년-학기  3-2

영문 Costume Design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
전공기초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캐릭터디자이너로 진출하고자 하거나, 의복, 복식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추천.

과목개요
작품의 컨셉과 캐릭터 설정에 맞는 복식(의복, 장신구, 휴대품) 등의 디자인을 표현 할 수 

있다.

학습목표
지역, 시대, 계층, 직업별 각종 복식의 역사와 스타일, 기능 등을 공부하고 응용하여 작품의 

컨셉에 맞게 코스튬 디자인을 설정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

인체와 착복

- 인체 관절에 따른 옷의 변화, 중력과 의복 및 신발의 형태, 여러 형태의 주름, 

동작에 따른 변화 등을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

- 각종 의복과 장신구 재질에 따른 질감을 표현 할 수 있다. 

- 바람 등 외부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의상의 웨더링을 표현 할 수 있다.

2

주요 전통복식

- 시대, 지역, 계층, 직업별 복식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디자인 할 수 있다.

- 키워드를 제시하고 컨셉에 맞는 복식을 디자인 할 수 있다.

3

밀리터리 복식

- 시대, 지역, 계층, 직업별 갑옷, 군복 및 무기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디자인 할 수 

있다.

- 키워드를 제시하고 컨셉에 맞는 밀리터리 복식을 표현 할 수 있다.

4

기말 프로젝트

- 학생 자신의 작품 세계관으로 컨셉에 맞게 표현한 캐릭터 코스튬 디자인 

설정집을 제작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의이해 학점 2 학년-학기  1-1

영문 Understanding Comics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만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만화에 대한 이론, 역사, 

생태계 등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학생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로 이루어진다. 

2. 만화전문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만화의 특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여 만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3. 만화기호, 만화연출, 시대별/지역별/장르별 만화의 특징 등을 강의/작품분석/ 자료조사/발표 등을 통해 

학습한다.

학습목표

1. 만화 생태계를 이해하고, 만화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2. 이미지 언어의 출발과 근대만화의 탄생, 현대만화로의 정착 등 만화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만화의 형식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이를 작품 창작에 응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다양한 만화콘텐츠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 

1-2 만화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1 이미지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2 근대만화의 등장과 정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3 현대만화의 등장과 정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1 만화기호와 만화문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2
칸 나누기, 홈통의 역할, 말풍선의 기능, 글과 그림의 관계 등의 만화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발상법 학점 2 학년-학기  1-1

영문 Building ideas for cartoon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차별화된 발상이 기반이 된 창조적인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인문교양 전반의 지식, 기초 드로잉 능력

선수과목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기초드로잉, 디지털툴, 관찰과표현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60%), 완성과 결과(40%)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다양한 발상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제를 감상한 후, 주제에 따라 구상된 다양한 발상을 

활용한 아이디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학습목표
1. 제시된 주제와 방법론에 따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구상할 수 있다. 

2. 구상된 아이디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과장법을 활용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

1-2 주어진 주제에 따라 비유와 상징법을 활용한 한 컷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

1-3 의인화를 활용하여 한 컷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 

2-1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발상법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 

2-2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 복수의 이미지를 연작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조형 학점 2 학년-학기  1-1

영문 Basic Design for Comics 주당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 학년별 전공 교과목



과목명

국문 관찰과표현 학점 2 학년-학기  1-1

영문 Observation and Expression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V )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만화연출을 적용한 만화원고를 창작하려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의 미술적 기초소양

선수과목 없음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조형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50%), 탐구와 모색(50%)로 구성된다.

2. 연필 등의 모노칼라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보고 그리면서 관찰력과 직관적인 표현력을 기르는 

수업이다. 

3. 자화상, 손, 의자, 방등 주변에 대한 사물묘사력과 동 식물 등 낱선 형태도 자신감 있게 묘사할 수 

있는 직관적 표현력을 기른다. 

학습목표

1. 대상물의 윤곽선을 먼저 파악하고 그릴 수 있으며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신의 관찰력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대상의 질감, 부피감, 색감, 형태감과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변화를 응용하여 드로잉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손, 나무, 의자, 얼굴 등 대상을 일시, 서명, 느낀 점 등과 함께 기록하며 그리거나 지정된 

나무를 일주일에 한 장씩 변화를 관찰하며 그리는 등 교수가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릴 수 

있다. 관찰을 통해 대상의 윤곽선을 먼저 그릴 수 있고 드로잉에 있어서 단축의 의미를 

이해하고 단축된 형상을 그릴 수 있다. 

1-2

의자, 책상 등 인공적인 사물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드로잉을 통해 `아는 것을 외어서 그리는 것`과 `보고 그리며 알게 되는 것` 과의 차이를 

경험하고 설명 할 수 있다. 

시수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만화연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화를 창작하려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연출 이론

선수과목 만화조형연출, 만화의이해, 만화기초드로잉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의이해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50%), 탐구와 모색(50%)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조형예술의 기본 구성 원리와 만화조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수업은  기초 조형 요소에 대한 풍부한 예제와 작품 분석을 통해 조형의 원리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습목표

1. 점, 선, 면 등 조형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힘, 방향성, 시간, 공간 등 만화 연출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작품에 적용 할 수 있다.

2.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능동적으로 시지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3. 콘티, 칸나누기, 말풍선, 장면 연출 등에 적용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조형의 구성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형 작품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분석할 할 수 있다.

1-2
선을 중심으로 시지각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각각의 선들이 갖는 느낌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다.

1-3
목적에 맞는 선을 그리고 그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동세의 환영을 이해하고 선에 위한 동세를 만들 수 있다.

2
2차원 지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만화의 연출로 설명 할 수 있다.

만화의 시간과 공간을 시지각의 원리로 설명 할 수 있다.

3 만화 연출의 각 단계에 적용 할 수 있다.



중간고사 : 건물이 들어간 야외사생 (연필, B4도화지)

1-3

고양이와 개, 말, 새 등의 동물과 사마귀, 딱정벌레 등의 곤충들을 보고 그릴 수 있으며,  그 

특징과 차이를 형태로 드러내고 움직임을 표현 할 수 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정 색을 파악하여 회색조나 흑백만으로 바꾸어 표현 할 수 있다.  

1-4

참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등 다양한 식물의 차이를 구별 할 수 있으며 그 특징과 차이가 

드러나도록 드로잉 할 수 있다. 

색감과 명암의 차이를 이해하고 시간대별 빛의 변화와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다. 

1-5 만화 연출의 각 단계에 적용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인체드로잉 학점 2 학년-학기  1-1

영문 Figure Drawing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1학년학생 전체, 캐릭터와 인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인체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 선수지식 없이도 수강 가능함.

선수과목 누드드로잉

병행추천

과목 (선택)
없음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인체관련 이론(30%)과 모델을 활용한 인체 표현(70%)으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기초 조형 요소에 바탕을 두고 남녀노소의 다양한 모델을 통해 인체를 그리는 원리

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이 수업은 캐릭터나 인물을 그리기 위한 인체표현을 학습 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성별, 나이별 인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리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2. 다양한 동세에 따른 포즈를 이해하고 그리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모델을 관찰하고 크로키를 통해서 표현하며 순발력 있는 인체를 그릴수 있다.

1-2 제시된 시간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인체를 그릴수 있다.

2-1 성별 인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리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2-2 나이별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리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기초드로잉 학점 2 학년-학기  1-1

영문 Basic Drawing for Comics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1학년 학생 전체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100%)로 구성된다.

2. 만화작화의 기본이 되는 펜선의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 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3. 만화완성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채색의 기초를 습득하고 연습한다.

학습목표

1. 만화 작화의 기본인 펜과 잉크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도구 사용에 친숙해진다.

2. 만화연출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펜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3. 디지털 저작툴을 활용해 원고 채색에 필요한 요소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세부목표)

1-1
펜을 이용하여 원하는 굵기의 자선, 자를 이용하지 않은 직선, 각종 곡선을 자유롭

게 그릴 수 있다.

1-2 펜을 이용한 다양한 단계의 명암 넣기를 할 수 있다.

2-1
자선 또는 자를 이용하지 않은 펜선으로 원하는 효과선, 감정선, 말풍선을 자유롭

게 그릴 수 있다.

2-2
자선 또는 자를 이용하지 않은 펜선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성어, 의태어, 배경을 자

유롭게 그릴 수 있다.



3-1 디지털 저작툴을 이용해 기본적인 원고 채색기술을 익힌다.

과목명

국문 크리틱Ⅰ 학점 1 학년-학기  1-1

영문 Critic 1
주당 

시수
1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V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싶은 학생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으로 이루어진다. 

2. 이 수업은 만화 창작의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싶은 학생에게 필요한 기초적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수업이다.

3. 예비 만화 창작자로서 다양한 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목표

1. 예비 창작자인 신입생들이 다양한 강의를 통해 만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양하는데 필요

한 기초적 소양을 습득하고 수업에 적응할 수 있다.

2.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구체적인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

다. 

세부목표

1-1 예비 창작자로서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   

1-2
각 과목별 요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

다.

2-1 다양한 만화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2-2 예비 창작자로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스토리텔링의이해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Understanding Storytelling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고 습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없음

선수과목 읽기와쓰기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70%), 완성과 결과(30%)로 구성된다.

2.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이해하여 만화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목표

1.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해한다. 

2. 만화스토리텔링의 문법을 연습한다.   

3. 만화스토리텔링을 분석하고, 서사에 적용한다. 

세부목표

1-1 스토리텔링의 특징과 차이점을 구분하고 이해한다.

1-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할 수 있다. 

2-1 다양한 장르의 서사이론과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습득한다. 

2-2 만화에 적용되는 스토리텔링의 기법과 활용을 이해한다. 

2-3 만화의 특징에 따라 스토리텔링의 적용사례를 분석 할 수 있다. 

3-1 스토리 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작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다. 

3-2 스토리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해 창작에 적용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연출과창작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Directing of comics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1학년학생 전체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연출 이론

선수과목 만화조형, 만화의이해, 만화기초드로잉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50%), 탐구와 모색(50%)로 구성된다.

2. 페이지 만화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상하고 만화 연출을 학습/이해/연구/실습 한다.

3. 장면의 연결 구조와 장면구성을 학습/이해/연구/실습 한다.

4. 제시된 이야기에 적합한 여러 칸과 페이지의 구성과 연출을 학습/이해/연구/실습 한다. 

학습목표

1. 페이지 만화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상하고 콘티를 완성 할 수 있다.

2. 콘티를 바탕으로 페이지, 장면, 인물 , 배경 연출을 통해 8페이지 내외 분량의 만화를 연출 

완성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이야기를 구상하고 썸네일을 작성 할 수 있다.

1-2 스토리 콘티와 작화 콘티를 작성 할 수 있다.

2-1 인물 설정, 배경 설정에 따라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

2-2
칸의 배치, 인물의 감정, 인물의 동선, 물리적 배경, 심리적 배경 등을 의도한 대로 

연출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캐릭터설정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Character Make-up

for Comics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1학년 전체, 만화캐릭터설정 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기본적인 인체 묘사 능력

선수과목 없음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가를위한인체해부학

과목개요
1. 캐릭터의 외형, 성격, 가치관, 관계, 소품 등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2. 캐릭터의 외형, 성격, 가치관, 관계, 소품 등을 개성적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디자인 한다.

학습목표

1. 다양한 캐릭터의 개요를 설정할 수 있다.

2. 다양한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다.

3. 여러 캐릭터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4. 여러 캐릭터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캐릭터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소품을 디자인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감정과 따른 인물의 표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표정을 그릴 수 있다. 관상을 바탕으로 다

양한 얼굴형, 이마, 눈썹, 눈매, 코, 입, 턱, 귀 등의 얼굴의 세부 구성을 이해하고, 다양

한 형태의 얼굴을 그릴 수 있다.

1-2

사상체질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양인의 체질별 체형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인물 체형을 그릴 수 있다. 체질별 비만 정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체질별 

비만 정도를 단계적으로 그릴 수 있다.

2-1

성격유형(MBTI) 이론을 이해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관계를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파

악하고 분류할 수 있다. 가치관 유형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가치관 

유형을 관찰을 통해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다. 성격유형(MBTI) 이론과 가치관 유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및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2-2

캐릭터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소품, 컬러, 패션 등 외형적 포인트를 디자인할 수 있

다. 제시되는 유명 기성 캐릭터들을 의도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다. 자신의 만화콘텐츠

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의 개요를 설정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

다.

과목명 국문 만화가를위한인체해부학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Human anatomy for 

Cartoonists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1학년학생 전체, 인체와 해부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인체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 선수지식 없이도 수강 가능함.

선수과목 누드드로잉, 인체드로잉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인체관련 이론(30%)과 모델을 활용한 인체해부학 표현(70%)으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인체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에 두고 남녀노소의 다양한 모델을 통해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이 수업은 캐릭터나 인물을 그리기 위한 인체를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인체해부학을 이해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본 형태에 맞게 그려낼 수 있다. 

2. 다양한 동세에 따른 포즈를 이해하고 그리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인체해부학 - 골격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개골, 척추, 흉곽, 골반, 남녀의 차이) 

1-2 모델 동세에 따른 골격의 변화와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2-1
인체해부학 - 근육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얼굴근육, 팔다리근육, 몸통근육) 

2-2 모델 동세에 따른 근육의 변화와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디지털원고제작기법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Digital techniques for 

comics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디지털툴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만화원고 제작 기법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원고 제작 능력, 포토샵 활용 능력,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선수과목 만화기초드로잉, 디지털툴Ⅰ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연출과창작, 웹툰연출과창작

과목개요 포토샵,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을 활용해 디지털원고를 제작하는 방법 강의 및 실습

학습목표
1. 클립스튜디오와 스케치업의 기능을 습득한다.

2. 포토샵,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만화 원고를 제작한다.

세부목표

1-1

클립스튜디오와 스케치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클립스튜디오의 도구상자, 메뉴, 패널 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클립스튜디오에서 작업 내용에 맞게 문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클립스튜디오의 디지털 톤, 디지털 효과, 디지털 컬라, 디지털 식자 등의 기능을 활용해 

디지털원고를 제작할 수 있다.

포토샵과 클립스튜디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원고를 제작할 수 있다.

1-2

스케치업의 도구상자, 메뉴, 패널 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스케치업에서 작업 내용에 맞게 문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스케치업을 활용해 만화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

스케치업에서 용도에 맞게 이미지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

2-1
포토샵,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원고를 제작할 

수 있다.

2-2
포토샵,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원고를 제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표현기법(색채표현)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Color Expression
주당 

시수
4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V ) / 운영주차수 : 8

수강 대상 1학년학생 전체, 채색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싶은 학생, 채색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수작업을 활용한 기술습득(70%)과 이론교육(30%)을 목적으로 구성된다.

2. 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채색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는 수업이다.

3. 다양한 채색재료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수업이다.

학습목표

1. 채색 능력을 통하여 만화콘텐츠 제작의 바탕이 되는 채색계획을 디자인 할 수 있다.

2. 선택한 채색기법에 따라 원하는 채색과정을 설계 할 수 있다.

3. 설계된 채색기법에 따라 작품에 채색을 구현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채색에 관련된 용어와 이론을 습득할 수 있다.

1-2 다양한 채색재료를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다.

2-1 재료에 따른 채색과정을 이해하고 적용 할 수 있다.

2-2 채색된 작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심미안을 키울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문화예술교육개론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Introduction to arts education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을 원하는 학생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애니메이션교육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개발 / 문화예

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와 함께 수강하면 도움이 됨

과목개요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사의 기본적인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정책적, 사회적, 교육적 배경을 통하여 교육에서 예술

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예술전문성을 확장하여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정체성과 책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형성하고 문화예술교

육사로서의 전문성과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직무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습목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목표

1-1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1-2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배경과 흐름을 이해한다.

2-1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2-2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태도를 가진다.

과목명

국문 만화애니메이션교육론 학점 2 학년-학기  1-2

영문
Introduction to Cartoon & 

Animation Education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을 원하는 학생



과목명

국문 크리틱Ⅱ 학점 1 학년-학기  1-2

영문 Critic 2
주당 

시수
1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V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싶은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없음

선수과목 크리틱Ⅰ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으로 이루어진다. 

2. 이 수업은 만화 창작의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싶은 학생에게 필요한 기초적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수업이다.

3. 예비 만화 창작자로서 다양한 수업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목표

1. 만화를 이해하고 창작에 필요한 기술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2. 만화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학업 계획서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만화 창작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개인 창작에 활용할 수 있다. 

1-2 다양한 만화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2-1 개인별 학업 계획서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다.

2-2 각 과목별 요목에 따라 수업에 적응하고 정체성 있는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프리프로덕션 학점 3 학년-학기  2-1

병행추천

과목 (선택)

문화예술교육개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개발 / 문화예술교

육현장의 이해와 실습와 함께 수강하면 도움이 됨

과목개요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교과목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의 목

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으로서 기본

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이를 위하여 만화·애니메이션의 의미,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의 철학적, 심리학적 기초와 만화·애니메이션 교육과정의 흐름, 그리고 만화·애니메이션

교육 제 이론들과 같은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학 전반의 기본 이론학습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의 의미, 목적, 역할, 기능, 실제 등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형성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

메이션교육을 위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형성하고, 전문적인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문화예

술전문인인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

과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여 문화예술교육사로서 구체적인 만화·애니메이션교육에 필요한 교

육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학습목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교육의 철학적, 심리학적 기초를 탐색한

다. 만화·애니메이션분야 2급 문화예술교육사로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수역량

을 기르기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만화·애니메이션분야 2급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만나게 될 다양한 학습자들과 그들의 만화·애니메이션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들을 이해한다. 

만화·애니메이션분야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국내외 다양한 교육현장을 이해한다.

세부목표

1-1 만하애니메이션의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정립한다.

1-2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 대상을 이해한다.

2-1 만화 애니메이션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체득화 시킨다.

2-2 만화 애니메이션교육 현장의 이해와 비전을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는다.



영문 Pre-production of Comic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시놉시스가 있는 만화의 제작을 위한 기획서에 들어갈 설정작업을 배우고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원근법, 기초디자인, 

선수과목 만화조형, 인체드로잉, 만화스토리텔링의이해, 만화캐릭터설정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스토리텔링Ⅰ, 시나리오와연출, 출판만화창작Ⅰ,  웹툰창작Ⅰ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모색과 탐구(50%)와 기술의 습득(50%)로 이루어진다. 
2. 1-2학기 스토리텔링의 이해에서 구상한 스토리의 만화 프리프로덕션 
만화설정, 캐릭터/배경/세계관/대표장면/컨셉 페이지/기획서등 만화원고제작전에 준비하는 사전작업

으로 작품기획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한다.

학습목표

1.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릴 수 있다.

2. 상상한 것을 그려낼 수 있다.

3. 프리프로덕션으로 콘티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이미지들을 만들고 정리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릴 수 있고 캐릭터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이있는 공간의 객관적 치수를 바탕으로 평면도와 입면도로 재구성할 수 있고 다

양한 원근법으로 표현할수있다.

1-2 투시선을 활용하여 자신의 공간과 주변풍경을 재구성하여 그릴 수 있다. 

2-1 캐릭터를 만들고 주어진 투시선에 맞추어 캐릭터나 건물을 재구성할 수 있다.

2-2 눈높이, 소실점, 평행선, 투시원근법과 화각(앵글)등을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다. 

2-3 기존 만화작품의 설정과 공간드로잉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2-4
대표장면을 설정하고 그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공간설정을 하여 장면 연출을 

한 뒤 컷연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2-5
중간고사: 주어진 캐릭터를 보고 배경 넣기, 앉은자리에서 교실그리기(소실점), 설

정된 공간안에서 주어진 주인공의 시선을 추론하여 그리기 

3-1
자신의 만화 기획서에 들어갈 프리프로덕션 이미지들을 만들어 포트폴리오에 정리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스토리텔링Ⅰ 학점 3 학년-학기  2-1

영문 Comics Storytelling 1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스토리텔링의 이해, 만화 구조와 연출  

선수과목 만화의이해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30%), 완성과 결과(70%)로 구성된다.

2. 단편만화제작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이해하고 단편만화 시나리오/콘티를 제작한다.

학습목표
1. 단편만화를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이론을 습득한다. 

2. 단편만화 제작을 위한 만화 콘티를 제작한다. 

세부목표

1-1
만화와 영상의 매체적 특성과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다. 

1-2 단편만화의 구조와 서사작법을 습득한다. 

1-3 정해진 단편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각 단계별 스토리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2-1 개인별 학업 계획서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다.

2-2 각 과목별 요목에 따라 수업에 적응하고 정체성 있는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2-3 제작된 시나리오와 콘티를 보완해 최종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출판만화창작Ⅰ 학점 3 학년-학기  2-1

영문 Creating Graphic Novels 1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2학년학생 전체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없음

선수과목 만화기초드로잉, 만화연출과창작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40%), 완성과 결과(60%)로 구성된다.

2. 출판만화를 위한 원고 제작 기술 및 지식들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습득하고 이를 실제원고

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학습목표

1. 다양한 출판만화형태를 인지하고 창작하기 위하여 스토리가 있는 만화를 연구하고 스토리를 

구상한다.

2. 만화의 시작부분(인트로) 6페이지를 다양하게 연출하고 완성하기를 반복한다.

세부목표

1-1 출판만화에 있어서의 시작부분 6페이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장르의 4

가지 스토리를 구상한다.

1-2  4가지 만화의 인트로 6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웹툰창작Ⅰ 학점 3 학년-학기  2-1

영문 Webtoon Creation 1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웹툰을 창작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웹툰 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툴 사용법의 이해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30%), 완성과 결과(70%)로 구성된다.

2. 만화 창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작 웹툰 원고를 제작한다. 

학습목표
1. 웹툰 제작 전반에 걸친 기술을 이해하고 작품을 기획한다. 

2. 기획된 작품의 프롤로그와 1화 분량의 원고를 제작한다. 

세부목표

1-1 웹툰 제작과 저작툴의 사용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1-2 웹툰을 기획하고 프롤로그와 1화 분량의 콘티를 제작한다. 

2-1 스케치와 펜텃치, 배경, 효과작업을 효과적으로 제작한다. . 

2-2 도출된 결과물을 채색하여 완성한다. 

과목명

국문 카툰과캐리커처 학점 3 학년-학기  2-1

영문 Cartoon and Caricature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 만화의 창작의 기초 분야인 카툰을 통해 발상과 아이디어의 방법을 습득하고 카툰창작을 하려는 

학생

- 캐리커처 기법을 필요로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발상법

선수과목 만화조형연출, 만화의이해, 만화기초드로잉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조형과 창작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40%), 완성과 결과(60%)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카툰적 발상과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초보 수준 이상의 다양한 캐리커처와 카툰

을 창작해보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학습목표

1. 다양한 주제를 독창적인 시각과 발상으로 해석하여 초보수준 이상의 카툰으로 창작할 수 있

다.

2.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캐리커처를 제작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사랑, 무인도, 죽음, 감옥, 신화 등 고전적 카툰 주제들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카툰을 창작할 

수 있다.

1-2 환경, 정치, 사회 등 제시된 시사적인 주제들을 카툰으로 창작할 수 있다.

1-3 완성된 카툰들을 강평 결과에 따라 개선된 아이디어로 완성할 수 있다.

1-4 독자적인 주제 또는 연작 아이템을 구상하여 5편의 카툰을 연작형태로 완성할 수 있다.

2-1
인물, 동물, 사물 등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외곡과 과장을 통해 캐리커

처로 완성할 수 있다.

2-2 카툰 내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를 캐리커처 기법으로 창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디지털원고제작기법Ⅱ 학점 3 학년-학기  2-1

영문
Digital techniques for 

comics 2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디지털툴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만화원고 제작 기법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원고 제작 능력, 포토샵 활용 능력,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선수과목 만화기초드로잉, 디지털툴, 디지털원고제작기법

병행추천

과목 (선택)
극화창작II, 웹툰창작II, 기획만화워크숍

과목개요 포토샵,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을 활용해 디지털원고를 제작하는 방법 강의 및 실습

학습목표
1.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을 활용한 만화원고 제작의 이해를 심화한다.

2.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디지털만화 원고를 제작한다.

세부목표

1-1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의 기능 중 디지털만화 원고 제작에 유용한 기능들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2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의 기능 중 디지털만화 원고 제작에 유용한 기능들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1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하여 디지털만화 

원고를 제작하고 완성할 수 있다.

2-2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하여 디지털만화 

원고를 제작하고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학점 2 학년-학기  2-1

영문
Cartoon & Animation 

Teaching Methods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을 원하는 학생

병행추천

과목 (선택)

문화예술교육개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개발 / 문화예술교육현장

의 이해와 실습과 함께 수강하면 도움이 됨

과목개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을 실행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

록 준비, 계획, 실행(수업), 평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수능력을 지닌 예술교육전문가의 역

량 강화를 위한 과목이다. 이를 위하여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을 파악

하고, 다양한 목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전략들을 이해한 뒤, 직접 자신의 만화·애니

메이션수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문화예술교



과목명
국문 크리틱Ⅲ 학점 1 학년-학기  2-1

영문 Critic 3 주당 1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 교과목은 만화·애니메이션분야 

문화예술교육사로서보다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교수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이해 뿐만 아니라 이를 문화예

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의 중점을 둔다.

학습목표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분야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실제 학습 대상에 알맞게 그리고 효과

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습 이론의 지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되

고 있는 교수학습방법들을 소개하여,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예술 분야 교육자로서 전문적인 교

수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목표

1-1 학습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1-2
수업에서 목표로 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

략을 이해한다.

2-1
다양한 수업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모형과 교수전략들을 

탐색하여

2-2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한다.

과목명

국문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개발
학점 2 학년-학기  2-1

영문

Development of Cartoon 
&Animation 

Teaching-learning 
Programs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을 원하는 학생

병행추천

과목 (선택)

문화예술교육개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와 함께 수강하면 도움이 됨

과목개요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이해 기반으로 만화·애니메이션교육에 효과적

인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원

리와 방법을 살펴보고 만화·애니메이션 지도영역별 특징과 교육대상별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재교구 사용의중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수한 만화·애니메이션 분

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사례를 검토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아이디

어를 탐색한 후,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시연 발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실제만화·애니

메이션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시행 목적에 맞는 

만화·애니메이션교육프로그램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교육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문화예술교육사로서 전문적인 

만화·애니메이션 교수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목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교육을 실행할 때, 교육 대상과 교육 영역에

따른 효과적인 만화·애니메이션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계획,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역

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목표

1-1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

램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1-2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2-1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만화·애니메이션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2-2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직접 계획, 실습한다.



시수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V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의 체계적 습득을 필요로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없음

선수과목 크리틱Ⅰ, 크리틱Ⅱ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으로 이루어진다. 

2. 창작과 실무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다. 

3. 예비 만화 창작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목표
1. 창작에 필요한 기술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개인별 창작에 활용한다.

2. 예비 만화가로서 만화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익히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직, 간접 경험을 통해 정체성 있는 창작 활동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습득한다.

1-2 진로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작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2-1 창업, 창작, 취업 등 진로에 따른 필요한 노하우 등을 익히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 

2-2 만화 관련 산업에 대해 현실감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한다.

과목명

국문 신화와내러티브 학점 3 학년-학기  2-2

영문 Mythology and Narrative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제작을 위한 전통적인 서사의 이론과 구조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선수과목 없음  

병행추천

과목 (선택)
없음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80%), 완성과 결과(20%)로 구성된다.

2. 전통 서사의 구조를 이해하여 만화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목표
1. 신화와 고전문학을 통해 서사구조와 작법을 이해한다.   

2. 서사작법을 바탕으로 만화스토리에 적용해 스토리를 창작한다. 

세부목표

1-1 신화의 구성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1-2 전통적인 서사구조를 습득한다. 

1-3 다양한 고전적 서사작법을 습득한다. 

2-1 서사작법 활용해 만화작법에 적용할 수 있다. 

2-2 전통적 서사를 활용해 만화스토리를 창작한다. 

2-3 만화 스토리를 기획하고 구조화 하여 구체적인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만화스토리텔링Ⅱ 학점 3 학년-학기  2-2

영문 Comic Storytelling 2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중. 장편 만화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스토리텔링의 이해, 만화 구조와 연출  

선수과목 만화의이해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30%), 완성과 결과(70%)로 구성된다.

2. 중. 장편 만화제작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이해하고 단편만화 시나리오/콘티를 제작한다.



과목명

국문 만화기획과마케팅 학점 3 학년-학기  2-2

영문 Project planning & 
Marketing for Comic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를 기획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다양한 만화를 읽은 경험

선수과목 만화의이해, 읽기와쓰기

병행추천

과목 (선택)
기획만화

과목개요
1. 만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2. 각종 자료의 조사, 취재, 고증을 통하여 작품을 설계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학습목표

1.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및 선택하고 실현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

2.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자층, 유행, 아이디어 중복 작품 탐색, 매체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3. 자료 수집 및 취재를 할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4. 작품의 개요, 시놉시스, 샘플원고를 제작할 수 있고, 예산 및 일정 등의 제작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

세부목표

1-1

창의적인 발상을 통하여 만화콘텐츠 제작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아이디어들에 부합되는 장르를 선정할 수 있다. 장르에 따라 아이디어

들의 실현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

1-2

판별된 아이디어에 부합되는 독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독자대상에 따라 요구 

및 유행을 조사할 수 있다. 선별된 아이디어의 타 창작물과 중복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된 내용에 따라 발표 매체 선정을 계획할 수 있다.

2-1

결정된 작품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에 따라 취재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수립된 계획에 맞추어 취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수립된 자료 및 취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작품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다.

2-2

작품창작에 적합한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개요에 따라 작품의 시놉시스를 작

성할 수 있다. 작성된 개요 및 시놉시스에 적합한 작품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작성

된 개요 및 시놉시스에 적합한 샘플원고를 제작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작

가프로필, 예산, 일정 등을 포함한 제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중. 장편만화를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이론을 습득한다. 

2. 중. 장편만화 제작을 위한 만화 콘티를 제작한다. 

세부목표

1-1
중. 장편 만화의 매체적 특성과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 중. 장편만화의 구조와 서사작법을 습득한다. 

1-3 정해진 장편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각 단계별 스토리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2-1 중. 장편만화 스토리를 시나리오로 구체화 할 수 있다. 

2-2 중. 장편만화 스토리를 시나리오로 구체화 할 수 있다. 

2-3 제작된 시나리오와 콘티를 보완해 최종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웹툰창작Ⅱ 학점 3 학년-학기  2-2

영문 Webtoon Creation 2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웹툰을 창작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웹툰 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툴 사용법의 이해 

선수과목 웹툰창작Ⅰ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20%), 완성과 결과(80%)로 구성된다.

2. 만화 창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작 장편 웹툰을 기획, 제작한다.  

학습목표
1. 웹툰 제작 전반에 걸친 기술을 이해하고 작품을 기획한다. 

2. 기획된 작품의 장편 연재 웹툰을 기획하고 3회이상의 원고를 제작한다. 

세부목표

1-1 웹툰 제작과 저작툴의 사용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1-2 웹툰을 기획하고 프롤로그와 1화 분량의 콘티를 제작, 점검한다. 

2-1 스케치와 펜텃치, 배경, 효과작업을 효과적으로 제작한다.

2-2 연재 웹툰 연재 3회 분량 이상의 결과물을 채색하여 완성한다.  

과목명

국문 장면설계와연출 학점 3 학년-학기  2-2

영문
Scene design and direction 

of Comic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자신의 만화제작상 필요한 장면의 설정과 공간설계 와 연출을 분석적으로 익히고자 하는 학생
명암연출을 자신의 만화장면에 효과적으로 넣고자 하는 학생
다양한 각도의 장면구성과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표현을 익혀 적절한 미술형식을 선택하고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투시원근법 , 인체드로잉, 

선수과목 만화스토리텔링Ⅰ, 시나리오와연출, 출판만화창작Ⅰ,  웹툰창작Ⅰ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스토리텔링Ⅱ,  출판만화창작Ⅱ,  웹툰창작Ⅱ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기술과 습득(40%), 탐구와 모색(30%), 완성과 결과(30%)로 이루어진다. 

2.  상상한 이미지를 도면화해서 의도되고 완성된 장면으로 재구성한다. 

3.  2-1학기 만화스토리텔링 1 수업에서 만든 스토리속의 한 장면을 선택하여 공간 설계, 캐릭터 

배치, 연기, 카메라 연출, 조명, 등의 장면 연출을 통해 같은 장면을 4가지 각도로 그려낸다.

4.  콘티와 밑그림단계에서 필요한 투시원근법과  장면연출법을 배운다.

5.  반복적인 연습과 실험을 통해 장면설계와 장면연출, 스타일개발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다.

학습목표

1.  기존만화의 장면을 분석하고 장면설계의 원리와 연출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2.  장면연출을 위해 공간 설정 및 설계, 캐릭터 연기 및 배치, 카메라운용을 할수 있고 같은 

상황의 장면을  4가지 각도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3.  빛과 색의 연출법을 활용하여 장면의 최종 스타일을 결정하고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기존만화작품의 장면을 분석하고 그 연출의도에 맞게 장면설계를 추론할 수 있다.

2-1 장면이 요구하는 공간의 취재, 설계등을 통해 입면도와 평면도, 조감도를 그릴수있다.

2-2
갈등을 드러내도록 의도적으로 캐릭터간의 대립을  네 가지 각도의 시선으로 장면 연

출 할 수 있다.

3-1 작업의 스타일을 찾기위해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선,색,빛등)에 성격을 부여할수있다.

3-2 공기원근법으로 공간감있는 채색을 연출할수있다. 

3-3 고유색부여를 컬러,회색, 흑백톤등을 써서 의도에 맞는 배색과 톤 연출을 할수있다.

3-4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자연광과 인공광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연출할수있다.

과목명

국문 출판편집Ⅰ 학점 3 학년-학기  2-2

영문 Editorial Design 1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편집디자인을 통해 만화를 편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방법을 학습하길 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없음

선수과목 만화조형연출, 포토샵



병행추천

과목 (선택)
출판만화창작Ⅱ, 웹툰창작Ⅱ, 기획만화(기획/실험/다큐)

과목개요
1. 출판편집에 대해 이해하고, 출판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2. 편집디자인도구(인디자인)의 사용법을 학습하면서 출판편집의 전체 과정을 실습한다.

학습목표
1. 출판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편집디자인도구(인디자인)로 만화를 편집할 수 있다.

2. 본인의 원고를 기반으로 최소 16페이지 분량의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여 출간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만화 전공자가 편집디자인을왜 배워야 하는지이해하고 설명할 수있다.

인디자인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이해하고 설명할 수있다.

본 수업이 한학기 동안 어떻게진행되는지 이해하고 설명할수 있다.

1-2

책을 구성하는 각부분의 이름과 역할을이해하고 설명할 수있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이해하고 설명할 수있다.

인디자인을 활용해 만화원고에식자를 넣을 수있다

Ÿ 작품의 성격에 따라 대사, 지문, 효과음 등을 부합되는 폰트로 선택할 수 있다.

Ÿ 선택한 폰트로 대사, 지문, 효과음 등을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며 가독성을 높

이는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Ÿ 편집을 완료한 후 오탈자 수정 등 교정을 볼 수 있다.

1-3

종이의 종류와 특성, 책의판형, 제책 방법을 이해하고설명할 수 있다.

요구되는 책의 판형에따라 편집디자인 작업을세팅하고 진행할 수있다.

인디자인을 활용해 만화원고를편집할 수 있다.

그리드, 모듈, 황금분할, 레이아웃 구성을 이해하고설명할 수 있다.

인디자인을 활용해 레이아웃디자인을 할 수있다.

1-4

디지털 글자와 글꼴에대해 이해하고 설명할수 있다.

인디자인을 활용해 소설책을편집할 수 있다.

인디자인을 활용해 책표지를 편집할 수있다.

인디자인을 활용해 복잡한레이아웃 책표지를 편집할 수 있다.

2-1

출판물 기획에 대해이해하고 설명할 수있다.

본인의 원고를 기반으로 표지를 포함하여 16p 이상의 출판 기획서를 작성할수 있다.

편집배열표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2-2

기획서 및 배열표에 근거로 출판편집을 할 수 있다.

출판물의 표지를 디자인할 수 있다.

Ÿ 표지디자인을 위해 작품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Ÿ 분석된 결과를 통해 작품을 대표하는 표지를 디자인할 수 있다.

2-3

인디자인에서 PDF 출력을 할 수 있다. 

출판물의 판짜기(터잡기)를이해하고 수행할 수있다.

인쇄소에 인쇄 및 제책을 의뢰하여 책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인디자인 패키징 과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기획만화(기획/실험/다큐) 학점 3 학년-학기  2-2

영문 Project-based Comic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장르 만화 외의 다양한 만화창작을 모색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스토리텔링, 연출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40%), 완성과 결과(60%)로 이루어진다. 
2. 기획, 실험, 다큐 등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기 위주의 수업이다.
3.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한 일러스트레이션, 페이지만화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운
다. 

학습목표
1. 기획, 실험, 다큐 등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한 일러스트레이션, 페이지만화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기획만화의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학점 2 학년-학기  2-2

영문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arts education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을 원하는 학생

병행추천

과목 (선택)

문화예술교육개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 만화애니메이션교육프

로그램 개발과 함께 수강하면 도움이 됨

과목개요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정기관에서 습득한 교육이론과 원리를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용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증, 개선, 내면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대상과의 직

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응하

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체험 및 실습 과

정이다. 실습에 앞서 교육현장에 대한 조사, 분석의 과정을 통해 교육 대상의 요구를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적절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러한 실

습 계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현장실습 이수 보고서>로 종합하고, 이에 대한자체평가서를 작성

하면서 지속적해서 자신의 교육 실천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태도를 형성

한다.

학습목표
문화예술교육사 2급으로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우는 체험 및 실습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목표

1-1 문화예술교육 이론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적용,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

1-2 예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의 교육 활동을 경험한다.

2-1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자기 성찰과 평가의 기회를 가진

다.

2-2 현장에 적응력을 키우고 상황에 따른 순발력을 키운다.

1-2 본인의 성향을 고려해서 장르만화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기획할 수 있다.

1-3 기획을 완성하고 자료 조사와 취재를 통해 콘티와 샘플원고를 완성할 수 있다.

2-1
잡지, 사보, 광고 등 각종 상업매체에서 요구하는 작업 오더를 숙지하고 작업할 수 
있다.

2-2
작업 수주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작업을 의뢰 받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업창업을위한

멘토링프로젝트Ⅰ
학점 18 학년-학기 2-2

영문 Mentoring Project 1
주당 

시수
18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V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지도 교수의 멘토링을 받아 만화콘텐츠를 매체에 정식 연재 또는 취업, 창업을 하기 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선수과목 만화의 이해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이론(10%), 실습(90%)로 구성된다.

2. 지도 교수의 멘토링을 받아 취업, 창업 및 연재가 가능한 만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3. 이 수업을 통해 만화콘텐츠를 제작해 매체에 정식 연재를 연재 및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다.

학습목표
매체에 연재 또는 취업, 창업 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는 원고를 제작하고, 정식 연재를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만화콘텐츠 기획을 통한 취업, 창업 경쟁력 강화

2-1 만화콘텐츠 제작을 통한 취업, 창업 경쟁력 강화



과목명

국문 크리틱Ⅳ 학점 1 학년-학기  2-2

영문 Critic 4
주당 

시수
1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V ), 전공선택   (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의 체계적 습득을 필요로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없음

선수과목 크리틱Ⅰ, 크리틱Ⅱ, 크리틱Ⅲ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탐구와 모색(100%)으로 이루어진다. 

2. 이 수업은 창작자로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수업이다.

3. 졸업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 졸업작품집 제작, 취업 지원, 창작 지원 등 진로에 따른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다. 

학습목표

1. 개인별 프로젝트 창작 진행을 앞둔 학생들이 겪게 될 각종 시행착오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관련 수업에 적용, 적응할 수 있다.

2. 만화 실무와 관련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익히고 이해하며 이를 작품 기획에 활용할 수 있

다. 

세부목표

1-1 개인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창작 기획에 활용할 수 있다. 

1-2 각종 시행착오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다.

2-1 창업, 창작, 취업 등 진로에 따른 필요한 정보들을 익히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 

2-2 만화 관련 산업에 대해 현실감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한다.

과목명

국문
만화콘텐츠

비즈니스모델기초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Basics of Comics contents 

Business Model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의 체계적 습득을 필요로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기획, 만화마케팅

선수과목 만화기획과마케팅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데뷔, 취업 또는 창업하여 창작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학생

만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2차 활용과 관련된 직업에 데뷔 및 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학

생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100%)로 구성된다.

2. 데뷔 및 취업, 창업 시 만화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기획되고, 제작되며, 활용되는 전반적인 

만화콘텐츠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학습자의 조사와 교수자의 강의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3. 만화콘텐츠의 2차적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데뷔 및 취업, 창업 시 현장에 필요한 만화브랜드, 재정, 회계 및 세금관련, 저작권과 법적 

절차, 매니지먼트, 조직, 공공기관의 활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1. 만화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작, 유통하는 창업 비즈니스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2. 취업, 창업 비즈니스의 기초적 요소인 회계, 재정, 브랜드관리, 세금, 저작권, 법적절차, 매니

지먼트, 조직운영, 공공기관 활용 등을 학습하고, 차후 활용할 수 있다. 

3. 데뷔 및 취업, 창업에 필요한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관리, 수익관리 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만화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의 전반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만화 브랜드 관리에 대해 강의를 듣고 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

회계(Accounting), 재정(Finance), 세금(Tax) 관련 내용을 조사, 발표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취업, 창업에 관련된 회계, 재정, 세금과 관련된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3-1 만화콘텐츠 제작 및 연재를 통한 취업, 창업, 데뷔 발판 마련

4-1 만화콘텐츠 제작 및 연재를 통한 취업, 창업, 데뷔 발판 마련



2-1

저작권과 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 발표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취업, 창업에 관련된 저작권과 법적 절차와 관련된 활동을 이

해할 수 있다.

만화 콘텐츠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공표 또는 저작권 등록을 수행

할 수 있다. 

2-2

2차 저작물 사업에 대한 계약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제안 받은 2차 저작물 사업에 대한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협상결과에 따라 2차 저작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1

만화콘텐츠의 유통 채널을 이해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조사하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만화콘텐츠의 캐릭터를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관련 상품화사업에 대한 계약조건 검

토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3-2

매니지먼트, 조직운영, 공공기관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 발표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학습을 통해 매니지먼트, 조직운영, 공공기관 활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수익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업창업을위한

만화콘텐츠프로젝트Ⅰ
학점 6 학년-학기 3-1

영문

Project-based Comics 

Project

 for Career Planners 1

주당 

시수
6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 데뷔, 취업, 프리랜서, 스튜디오 운영 및 창업, 상업기획자를 지향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기획, 창작

선수과목 기획만화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기획 운영 과정(50%)와 결과(50%)로 이루어진다. 
2. 취업, 프리랜서, 스튜디오 창업을 위한 실무 수업이다.
3. 다양한 상업 기획을 하고 제작 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워 취업, 창업 및 데뷔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학습목표
1. 취업, 창업 및 데뷔를 위한 다양한 상업 만화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한 만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장르만화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기획, 제작할 수 있다.

   2-1 다양한 매체에서 발주 받은 만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팀프로젝트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Team Project for Comics 

Publishing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창작 전공 학생 전부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완성과 결과(100%)로 구성된다.

2. 다양한 포맷의 만화 단행본을 기획하고 원고 제작, 편집, 인쇄의 전 과정을 진행한다.

학습목표

1. 만화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2. 협업을 통해 대화, 조율, 작업과 일정 관리, 관계 유지 등 만화 제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3. 매체 기획, 원고 진행, 편집, 출판을 할 수 있다.

4.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블리싱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팀 구성, 프로젝트의 주제 결정 및 기획서 작성 할 수 있다.

  (기획서 작성과 발표, 편집 배열표 작성, 일정표 작성)

   2-1
 팀의 과업을 분담하고 일정에 맞춰 진행 할 수 있다.

  (콘티, 원고, 편집, 교정, 교열, 디자인, 인쇄)

3-1  작업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집중력 있게 진행 할 수 있다.

3-2  결과물 도출 및 팀 전체와 개인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4-1  출판, 웹, 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제작물을 퍼블리싱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업창업을위한 

디지털출판프로젝트Ⅰ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Project for Digital 

Publishing for Career 

Planners 1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디지털 출판물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편집디자인의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만의 특화된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을 완성하여 데뷔 및 취업, 창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디지털 만화 연출 능력, 편집디자인 툴(인디자인) 활용능력

선수과목 모션코믹스Ⅰ, 모션코믹스Ⅱ, 출판편집Ⅰ

병행추천

과목 (선택)
출판편집Ⅱ, 웹툰프로젝트Ⅰ, 출판만화프로젝트Ⅰ, 기획만화프로젝트Ⅰ

과목개요

1. 편집디자인도구(인디자인)의 다양한 응용 방법과 인디자인의 DPS(Digital Publishing Suit) 사

용법을 익혀,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epub, 앱 등 포함)을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취업 및 창업, 데뷔,  작품 활동을 위한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을 기획하고 제작을 시작한다.

학습목표
1. 취업 및 창업, 데뷔, 작품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디지털 출판물을 기획하고 제작단

계를 시작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인쇄 출판과는 다른 디지털 출판을 위해 만화를 적용할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

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인쇄 출판물과는 다른 전자책 제작 과정을 이해하여, 인디자인으로 집필과 폴리오

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2

서버에 업로드한 폴리오를 태블릿 PC에서 확인해 보는 과정 및 앱북 제작의 기본

부터 인터렉티브 효과를 적용한 고급 기능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예제를 통해 학습

하여 실습 예제를 완성할 수 있다.

2-1
다른수업의 결과물 혹은 기타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출판물의 기획

서를 기획/디자인/프리젠테이션/수정/완성할 수 있다. 

2-2
완성된 디지털 출판물의 기획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디지털 출판 작업을 진행하여 

기획된 분량의 50%를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출판편집Ⅱ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Editorial Design2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편집디자인을 통해 만화를 편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방법을 학습하길 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다양한 출판물을 읽은 경험

선수과목 만화조형연출, 포토샵, 출판편집Ⅰ

병행추천

과목 (선택)
팀프로젝트

과목개요

1. 출판프로세스와 출판업계에 대한 이해 심화

2. 인디자인을 활용해 식자, 표지디자인, 타이틀제작 등을 수행해 원고를 매체에 적용하는 능력 심

화

3. 다양한 편집디자인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심화.

학습목표

1. 출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인디자인 활용 능력을 심화할 수 있다.

2. 본인의 원고를 매체에 적용해 출판할 수 있다.

3. 다양한 편집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

4. 제작한 편집디자인 결과물을 모아 편집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출판프로세스 이해 심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인디자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습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1-2 인디자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습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2-1 인디자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습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2-2
출판 업계에서 요구하는 편집디자이너 인재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편집디자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장르스토리창작Ⅰ

(로맨스, 드라마, 시대물)
학점 3 학년-학기 3-1

영문

Genre Story Creation 1

(Romance/ Drama/ Period 

Piece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장르물의 스토리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선수과목 없음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50%), 완성과 결과(50%)로 구성된다.

2. 만화 속에 등장하는 로맨스/ 드라마/ 시대물 장르를 분석하고 이것을 소제로 한 만화스토리를 창

작한다.

학습목표
1. 만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르적 공식을 분석한다. 

2. 로맨스/ 드라마/ 시대물 장르를 소재로 하는 만화스토리를 창작한다.  

세부목표

1-1 만화와 다양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특성을 감상한다. 

   1-2 만화 속에 등장하는 장르물의 구조와 표현, 테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1-3 분석한 장르물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만화를 기획할 수 있다.  

2-1 보편적인 장르적 특성을 파악한 스토리 소재를 개발한다. 

2-2 로맨스/ 드라마/ 시대물이 주요 소재가 되는 만화스토리의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다. 

2-3 만화스토리의 시나리오와 콘티를 제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창작자를위한의사소통 학점 2 학년-학기 3-1

영문 Communication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V )

블 록 식    ( X )/ 운영주차수 : 15주

과목명

국문
취업창업을위한

멘토링프로젝트Ⅱ
학점 18 학년-학기 3-1

영문 Mentoring Project 2
주당 

시수
18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V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지도 교수의 멘토링을 받아 만화콘텐츠를 매체에 정식 연재 또는 취업, 창업을 하기 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선수과목 만화의 이해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이론(10%), 실습(90%)로 구성된다.

2. 매체에 정식 연재 또는 취업, 창업을 위한 원고를 진행한다.

3. 지도 교수의 멘토링을 받아 취업, 창업 및 연재가 가능한 만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목표
매체에 정식 연재를 진행하거나, 연재, 취업 및 창업 가능 수준의 완성도와 양을 가진 원고를 

제작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매체연재나 출간, 취업, 창업을 위한 만화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다. 

2-1
작업계획을 세우고 단계별 마감을 지키면서 취, 창업 및 연재를 위한 만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3-1 원고의 스타일을 통일시키며 흥미로운 작업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4-1
매체에 정식 연재하거나 연재, 취업 및 창업 가능한 수준의 원고를 일정분량 제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업창업을위한

만화콘텐츠프로젝트Ⅱ
학점 6 학년-학기 3-2

영문

Project-based Comics 

Project 

for Career Planners 2

주당 

시수
6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 데뷔, 취업, 프리랜서, 스튜디오 운영 및 창업, 기획자를 지향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기획, 창작

선수과목 기획만화프로젝트Ⅱ

과목개요

1. 이 과목은 결과(100%)로 이루어진다. 
2. 취업, 프리랜서, 스튜디오창업을 위한 실무 수업이다.
3. 상업 기획을 다양한 매체 프로세스에 따라 상품화 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워 데뷔 및 취
업, 창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학습목표
1. 취업, 창업 및 데뷔를 위한 다양한 상업 만화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2.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화콘텐츠를 상업화 할 수 있다.
3. 상업 플랫폼을 통해 만화콘텐츠를 유통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장르만화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기획, 제작할 수 있다.

2-1 매체를 선정하고 상업 퍼블리싱 할 수 있다.

3-1 에이전트나 유통사와의 계약을 통해 작품을 공급하거나 유통 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취업창업을위한 

디지털출판프로젝트Ⅱ
학점 3 학년-학기 3-2

영문

Project for 

Digital Publishing 

for Career Planners 2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디지털 출판물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편집디자인의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만의 특화된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을 완성하여 데뷔 및 취업, 창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디지털 만화 연출 능력, 편집디자인 툴(인디자인) 활용능력

선수과목 디지털출판프로젝트Ⅰ, 모션코믹스Ⅰ, 모션코믹스Ⅱ, 출판편집Ⅰ

병행추천

과목 (선택)
웹툰프로젝트Ⅱ, 출판만화프로젝트Ⅱ, 기획만화프로젝트Ⅱ

수강 대상 현장진출 후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학습하길 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선수과목 만화의 이해

병행추천

과목 (선택)
만화콘텐츠비즈니스모델기초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이론(100%)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사전평가, 학습모듈, 사후평가, 학습평가로 구성돼 있다.

3. 이 수업을 통해 만화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창작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학습목표 창작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세부목표

1-1 문서작성의 개념 및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 문서작성의 절차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3 효과적인 문서작성의 예시를 이해할 수 있다.

2-1 의사표현의 개념 및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2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을 수림할 수 있다.

2-3 설득력 잇는 의사표현의 기본요소 및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과목개요

1. 편집디자인도구(인디자인)의 다양한 응용 방법과 인디자인의 DPS(Digital Publishing Suit) 사

용법을 익혀,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epub, 앱 등 포함)을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취업 및 창업, 작품 활동(데뷔)을 위한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을 기획하여 제작/완성한다.

학습목표

1. 디지털출판프로젝트1 과목에서 진행된, 취업 및 창업, 작품 활동(데뷔)에 활용할 수 있는 개

인별 디지털 출판물을 기획서를 기반으로 제작 완성할 수 있다.

2. 완성된 디지털 출판물을 마켓이나 매체에 적합하도록 변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디지털출판프로젝트1 과목에서 완성된 기획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작품을 활용한 

디지털 출판물을 완성할 수 있다.

1-2
취업, 창업 및 데뷔 시 상용가능한 수준의 디지털 출판물을 완성하기 위해 레이아

웃 디자인/ 메뉴 디자인 / 인터렉티브 효과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2-1

작품을 게제할 마켓을 선정하고 마켓에 따라 작품을 게제할 준비(변환과정)를 할 

수 있다.

각 매체에 따라 유통과정을 구별하여, 앱 등록과 발행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포트폴리오제작 학점 3 학년-학기 3-2

영문 portfolio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콘텐츠 제작 능력

선수과목 만화의이해, 만화조형, 디지털툴, 출판편집, 만화기획과마케팅, 팀프로젝트

병행추천

과목 (선택)
창작자의길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기술과 습득(100%)로 구성된다.

2. 제시된 상황에 적합한 장면 연출을 학습/이해/연구/실습 한다.

3. 제시된 이야기에 적합한 여러 칸과 페이지의 구성과 연출을 학습/이해/연구/실습 한다.

학습목표

1.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다.

2.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와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3.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4.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널리 알릴 수 있다.

세부목표

1-1
포트폴리오의 용도와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기획할 수 있다.

자신의 만화콘텐츠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2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다.

2-1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와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2-2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전시를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자신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장르스토리창작Ⅱ

(미스터리, 액션, 호러)
학점 3 학년-학기 3-2

영문

Genre Story Creation 2

(Mystery/ Action/ Horror 

Pieces)

주당 

시수
3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V)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

수강 대상 만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콘텐츠 제작 능력

선수과목 만화의이해, 만화조형, 디지털툴, 출판편집, 만화기획과마케팅, 팀프로젝트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탐구와 모색(40%), 완성과 결과(60%)로 구성된다.



2. 만화 및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액션 미스테리, 호러 장르를 살펴보고, 세부 특

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장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만화 스토리를 기획하고, 창작한다. 

학습목표

1. 다양한 액션장르콘텐츠를 살펴보고, 장르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2. 고딕호러에서 최근 등장하는 호러까지 여러 호러 장르를 살펴보고, 장로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다양한 미스터리 장르 콘텐츠를 살펴보고, 장르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4. 액션, 미스터리, 호러 장르의 특징이 적용된 장르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
포트폴리오의 용도와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기획할 수 있다.

자신의 만화콘텐츠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2 -다양한 액션장르의 특징을 활용해 자신의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다. 

2-1

-고딕호러 장르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장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호러장르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호러장르가 다양한 매체에 활용되는 방식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 

2-2 -다양한 호러장르의 특징을 활용해 자신의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다. 

3-1

-미스터리의 주된 흐름과 대두된 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스터리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다. 

-만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의 미스터리 장르의 특징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

다. 

3-2 -다양한 미스터리장르의 특징을 활용해 자신의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다. 

과목명

국문
창작자의 길

(자기개발과기술능력)
학점 2 학년-학기 3-2

영문 Creator's way
주당 

시수
2 유형

대학교양필수(  ), 대학교양선택(  )
스쿨교양필수(  ), 스쿨교양선택(  )
전공필수    (  ), 전공선택    ( V )

블 록 식   ( X ) / 운영주차수 : 15주

수강 대상 현장진출을 위한 자기개발을 극대화 하고, 자신만의 창작자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생

선행학습과목 
선수지식 만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선수과목 만화의 이해

병행추천

과목 (선택)
포트폴리오 제작

과목개요

1. 이 수업은 이론(100%)로 구성된다.

2. 이 수업은 사전평가, 학습모듈, 사후평가, 학습평가로 구성돼 있다.

3. 이 수업을 통해 만화콘텐츠 창작자로서 자기개발을 극대화하고, 창작자로서의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찾을 수 있다.

학습목표
1. 만화콘텐츠 창작자로서 자기개발을 극대화한다.

2. 창작자로서의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찾을 수 있다.

세부목표

1-1 자기개발능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 자기개발 계획 및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1 기술의 변화와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2-2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캐릭터 상품 및 수익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