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펼치세요!

당신의 재능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www.chugye.ac.kr (평생교육원 메뉴 클릭)

2호선 아현역에서 하차 → 2번 출구 → 북아현동 

방향으로 500M (마을버스 5번 종점 하차)

버스노선 171, 172, 270, 271, 273, 472, 

602, 603, 700, 721, 5713, 7011, 7017, 

7611, 7712, 9602, 9706, 9708, 9713번

→ 아현역(굴레방다리)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시

버스 이용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평생교육원 교학팀 (웹툰 아카데미)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주소

cafe.naver.com/cjwa

평생교육원 교학팀 : 02)3147-1230

평생교육원 FAX : 02)3147-1231

아카데미 커뮤니티

연락처

추 계  재 담  
웹 툰  아 카 데 미

수강 안내

웹 툰  교 육 의  새 로 운  희 망

CHUGYE JAEDAM 

WEBTOON ACADEMY



현재 영화, 뮤지컬, 드라마,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각도로 이뤄지는 정책적인 지원들과 대중들의 사랑에 힘입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에 따라 소득이 보장되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예술 분야 특성화 우수대학인 ‘추계예술대학교’와 국내 최대 웹툰 기획사 ‘재담미디어’가 손을 잡고 평생교육원 

내에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툰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 교육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사람부터 데뷔를 꿈꾸는 지망생까지 각자 레벨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작가들이 특화된 전문 영역들을 각 클래스마다 단계적으로 전수하는 등 집약적이고 체계화된 실무 교육들을 웹툰 

아카데미에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만화콘텐츠인 ‘대한민국의 웹툰’은 앞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을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와 함께 하길 여러분께 권합니다.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웹툰 

아카데미를 찾은 것을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여길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 소개

모집 안내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는 매 학기 전문과정과 입문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웹툰작가, 출판만화작가, 카투니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콘티작가, 스토리작가, 애니메이터 등

졸업 후 진로

- 추계예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일반과정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 참조

- 수강 세부정보 안내 : http://cafe.naver.com/cjwa (※공지사항 참고)

수강 신청 방법

- 평생교육원 교학팀 02-3147-1230

문의

- 매 학기 추계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장학금 제도 혜택

- 매 학기 인기 프로 작가나 웹툰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진행

- 각 과정 수료전시회 진행 시, 전시장 시설 무료 대관 지원

- 입문과정 수료 후 전문과정 수강 시, 포트폴리오 심사 제외 및 수강료 20% 할인

- 각 과정 우수 수료생에게 데뷔를 목적으로 한 웹툰 플랫폼 핫라인 피드백 지원

- 웹툰 아카데미 수료 후 데뷔, 활동하는 작가들에게는 해외 진출 지원

특전

모집 대상

모집 정원

교육 장소

성인이면 누구나 (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각 분반당 20명 (전문과정 A반, B반/ 입문과정 A반, B반 -총 80명)

추계예술대학교 청사관 4F (아카데미 강의실 - 평생교육원)

신청 기간

모집 방법

교육 일정

교육 기간

수강료

1월 초부터 2월 중순 1월 초부터 2월 말일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및 심사

(포트폴리오+면접)

1년 (총 두 학기, 한 학기당 15주 진행) 

1학기(3~6월) / 2학기(9~12월) - 총 270시간

A분반(오후) 월/화/수  3~6PM A분반(오후) 목/금/토  3~6PM

￦1,800,000 (학기)

B분반(저녁) 월/화/수 7~10PM B분반(저녁) 목/금/토 7~10PM

전화 및 방문 신청

(선착순 마감)

전문과정 입문과정

※ 전문과정은 포트폴리오(50%)와 면접(50%) 심사를 거쳐 모집 (*심사일정 개별공지)



과정 전임

최해웅 작가

강사

이빈 작가
강사

문제용 작가

강사

김선우 작가

2016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7년

2001년

웹툰 축제 "글로벌 웹툰쇼" 집행위원장

코믹큐브&부산일보 “단골식당” 동시연재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부문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파동(WAVERS)>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 외 해외 3개국 동시 연재

일본 - 잡지 ‘월간 히어로즈 (HERO’s)’ 연재

중국 - 잡지 ‘만커잔 (漫客栈)’연재, 온라인 플랫폼 QQ.com 연재

미국 - 온라인 웹툰 플랫폼 ‘타파스틱(TAPASTIC)' 연재

봄툰＂쿠킹닥터 그녀의 레시피＂연재

"화타위전"(일본) 연재 / 툰도시, 코믹발키리, 만화온웹, 킬타임 커뮤니케이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선정

고단샤 "약선"(일본) 연재

시공사 "루프" 연재

2015년

2010년

2006년

2004년

1999년

1998년

1998년

1998년

네이버 웹툰 단편 <한국만화거장전> ‘쌍8패션걸스’

학산문화사 파티 ‘Paris와 결혼하기’ 연재

서울문화사 윙크 ‘MANA’ 연재

‘안녕 자두야’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

서울문화사 윙크 ‘GIRLS’ 연재

학산문화사 파티 ‘안녕?! 자두야!!’ 연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티’ 연재

대원씨아이 이슈 ‘원(ONE)’ 연재

과정 전임

신영우 작가

2016년

2016년

2014년

2014년

2012년

2007년

2007년

2005년

2001년

1999년

1998년

네이버 웹툰 ‘도망자’ 연재

배틀코믹스 ‘강철강’ 재연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과 출강

레진코믹스 웹툰 ‘더블캐스팅 시즌2’ 연재

네이버 웹툰 ‘키드갱 시즌2’ 연재 

‘키드갱’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방영 

‘더블캐스팅’ 원작 영화 ‘수’ 개봉

빅툰, 카카오페이지 등 ‘서울 협객전’ 연재

기가스 ‘더블 캐스팅’ 연재

대한민국 출판문화대상 만화부문 우수상

‘키드갱’ 연재/ 2012년 네이버 웹툰 연재

강사

김송 작가

2014년

2014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0년

2005년

웹툰 '미슐랭스타' 드라마 계약 체결

네이트, 레진코믹스에 '미슐랭스타'시즌3 연재

'미슐랭스타'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

'미슐랭스타'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네이트, 티스토어에 '미슐랭스타' 시즌1, 2 연재

디지털 만화잡지 '비트' 에 '지브란' 연재

계간만화 여름호 촉발 'Neversmoling'으로 데뷔

2017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명지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강의

투믹스 웹툰 ‘고교전설’ 연재

투믹스 웹툰 ‘명인’ 연재

투믹스 웹툰 ‘하얀방’ 연재

웹툰 플랫폼 짬툰 ‘오늘의 웹툰' 선정

투믹스 웹툰 ‘고교정점’ 연재

웹툰 플랫폼 짬툰 ‘유토피아’ 연재

북큐브 웹툰 ‘중2병 사건일지’ 연재

코미코 웹툰 ‘헤어져도 될까요?’ 연재

‘노멀모드’ 스푼라디오 오디오툰 런칭

레진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예전고’ 완결

코미코 웹툰 ‘현대영웅전’ 연재

학원 ‘카툰팝’에서 웹툰 강좌 출강

레진코믹스 웹툰 ‘노멀모드’ 연재

네이트 웹툰 ‘예전고’ 연재

교·강사 소개
수업 안내

교육 특징

수업 개요

수업 구성표

- 수업 영역별로 전공에 특화된 최강의 프로 웹툰 작가 강사진

- 글로벌 작가 및 국내 최고의 웹툰 작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세스

-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업 구성과 클래스별 소수 정예의 실무 중심 교육

- 실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액정 타블렛과 고사양 컴퓨터를 갖춘 최고의 환경 제공

-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 등 웹툰 제작 그래픽 프로그램 전문 교육

- 전문 20명*2분반 / 입문 20명*2분반 (*각각 두 학기 이수 후 수료) 

-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는 크게 <전문과정>과 <입문과정>으로 구분 

- 매 학기마다 과정 모집(전문과정 2분반/ 입문과정 2분반)을 하며, 각각 20명 정원

- 전문과정은 사전 신청을 통해 포트폴리오(50%)와 면접(50%) 심사를 거쳐 모집

- 입문과정은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선착순 마감)

- 각 과정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1년(총 두 학기)을 이수하여야 함

- 추계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웹툰 아카데미

전문과정 [분반 A]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웹툰 아카데미

입문과정 [분반 A]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웹툰 아카데미

입문과정 [분반 B]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웹툰 아카데미

전문과정 [분반 B]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교내 시설
공연장 / 전시장 / 도서관 / 자유열람실 / 전산실습실

Dinner Time

월 화 수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목 금 토



입문과정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전문과정 Professional Class / Intensive Class

웹툰 아카데미 실기실
액정 타블렛 / 컴퓨터 / 인터넷 / 시청각 기기

복지 시설
기숙사 / 휴게실 / 교내카페 / 교내식당 / 운동장

전문과정 개요

웹툰 아카데미 전문과정 수업 시간표

전문과정 수업 내용

전문과정 일정 주요 진행사항

웹툰 원고
프로젝트1

스토리텔링 
연출 워크숍

디지털 라인
마스터리

웹툰 원고
프로젝트2

디지털 컬러링 
테크닉

웹툰 실전
스케치업

전문과정은 프로 데뷔 및 연재를 목표로 두고 실전형 웹툰 원고를 제작하기 위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예비 작가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스킬들을 다루고 실전 원고 트레이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웹툰 원고 프로젝트 1, 2   ● 스토리텔링 연출 워크숍   ● 디지털 라인 마스터리

● 디지털 컬러링 테크닉   ● 웹툰 실전 스케치업

전문과정은 작가 데뷔 및 연재를 목적으로 한 실전형 웹툰 기획과 투고를 위한 트레이닝 원고 제작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OSMU를 기반으로 한 기획력 중심의 스토리텔링 수업과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연출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으며, 여러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수강생 각자에게 최적화 된 선화 제작이나 디지털 채색, 디지털 배경 제작, 효과, 

편집 등 웹툰 제작에 필요한 수많은 기능과 기법들을 배우고 자신만의 공정 방식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기말에는 실전 과제들을 통해 상승된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강평회 및 전시회가 열리며, 수료와 함께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데뷔를 위한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수업 안내

- 인기 웹툰 작가 또는 전문가 초청 특강

- 신청서 제출 및 포트폴리오(50%)와 면접(50%) 모집 심사

- 학기말 작품 강평회 및 전시회 개최

- 연말 수료식 및 수료증 발급

전문과정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과정명

기  간

요  일

분반 / 시간

강의시수

학기제 1년 과정(두 학기 이수): (1학기)3~6월/ (2학기)9~12월

매주 월/ 화/ 수 (학기당 15주 진행)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학기당 15주. 주 3일 수업 < 총 90강 >

웹툰 아카데미 < 전문과정 > 클래스

월(15강) 화(15강) 수(15강)

월(15강) 화(15강) 수(15강)

1학기

Professional Class

(3월~6월)

2학기

Intensive Class

(9월~12월)

입문과정 Basic Class / Essential Class 

웹툰 아카데미 학과 사무실
회의실 / 상담실 / 강사 연구실

입문과정 개요

웹툰 아카데미 입문과정 수업 시간표

입문과정 수업 내용

입문과정 일정 주요 진행사항

웹툰 제작
워크숍1

캐릭터 제작과
드로잉 작법

디지털 
배경 제작

웹툰 제작
워크숍2

스토리와
웹툰 콘티

웹툰 클립 
스튜디오

입문과정은 웹툰을 처음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웹툰 제작에 필요한 주요 영역의 툴과 기술을 다루고 자신만의 웹툰 원고를 직접 제작하고

완성하면서 얻는 창작의 과정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웹툰 제작 워크숍1, 2   ● 캐릭터 제작과 드로잉 작법   ● 디지털 배경 제작

● 스토리와 웹툰 콘티   ● 웹툰 클립 스튜디오

입문과정은 웹툰 제작을 위한 분야별 실습수업과 트레이닝을 통한 원고 기획 및 제작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화의 

기본기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드로잉과 인체와 인물 표현 등 기초들을 배우고, 스토리와 콘티, 캐릭터, 배경, 장면 구성, 채색, 

다양한 표현 기법 등을 익히는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기 말에는 향상된 능력을 바탕으로 일러스트와 단편 원고를 

제작하여 강평회에 출품할 수 있으며, 수료와 함께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문과정을 이어 수강하려는 분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심사 제외 및 수강할인의 혜택이 있으며,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데뷔를 위한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수업 안내 

- 인기 웹툰 작가 또는 전문가 초청 특강 

- 전문과정 수강희망자 사전 등록 신청

- 학기말 작품 강평회 참가 (선택)

- 전시회 개최 및 연말 수료식 

과정명

기  간

요  일

분반 / 시간

강의시수

학기제 1년 과정(두 학기 이수): (1학기)3~6월/ (2학기)9~12월

매주 목/ 금/ 토 (학기당 15주 진행)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학기당 15주. 주 3일 수업 < 총 90강 >

웹툰 아카데미 < 입문과정 > 클래스

목(15강) 금(15강) 토(15강)

목(15강) 금(15강) 토(15강)

1학기

Basic Class

(3월~6월)

2학기

Essential Class

(9월~12월)



입문과정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전문과정 Professional Class / Intensive Class

웹툰 아카데미 실기실
액정 타블렛 / 컴퓨터 / 인터넷 / 시청각 기기

복지 시설
기숙사 / 휴게실 / 교내카페 / 교내식당 / 운동장

전문과정 개요

웹툰 아카데미 전문과정 수업 시간표

전문과정 수업 내용

전문과정 일정 주요 진행사항

웹툰 원고
프로젝트1

스토리텔링 
연출 워크숍

디지털 라인
마스터리

웹툰 원고
프로젝트2

디지털 컬러링 
테크닉

웹툰 실전
스케치업

전문과정은 프로 데뷔 및 연재를 목표로 두고 실전형 웹툰 원고를 제작하기 위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예비 작가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스킬들을 다루고 실전 원고 트레이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웹툰 원고 프로젝트 1, 2   ● 스토리텔링 연출 워크숍   ● 디지털 라인 마스터리

● 디지털 컬러링 테크닉   ● 웹툰 실전 스케치업

전문과정은 작가 데뷔 및 연재를 목적으로 한 실전형 웹툰 기획과 투고를 위한 트레이닝 원고 제작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OSMU를 기반으로 한 기획력 중심의 스토리텔링 수업과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연출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으며, 여러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수강생 각자에게 최적화 된 선화 제작이나 디지털 채색, 디지털 배경 제작, 효과, 

편집 등 웹툰 제작에 필요한 수많은 기능과 기법들을 배우고 자신만의 공정 방식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기말에는 실전 과제들을 통해 상승된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강평회 및 전시회가 열리며, 수료와 함께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데뷔를 위한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수업 안내

- 인기 웹툰 작가 또는 전문가 초청 특강

- 신청서 제출 및 포트폴리오(50%)와 면접(50%) 모집 심사

- 학기말 작품 강평회 및 전시회 개최

- 연말 수료식 및 수료증 발급

전문과정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과정명

기  간

요  일

분반 / 시간

강의시수

학기제 1년 과정(두 학기 이수): (1학기)3~6월/ (2학기)9~12월

매주 월/ 화/ 수 (학기당 15주 진행)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학기당 15주. 주 3일 수업 < 총 90강 >

웹툰 아카데미 < 전문과정 > 클래스

월(15강) 화(15강) 수(15강)

월(15강) 화(15강) 수(15강)

1학기

Professional Class

(3월~6월)

2학기

Intensive Class

(9월~12월)

입문과정 Basic Class / Essential Class 

웹툰 아카데미 학과 사무실
회의실 / 상담실 / 강사 연구실

입문과정 개요

웹툰 아카데미 입문과정 수업 시간표

입문과정 수업 내용

입문과정 일정 주요 진행사항

웹툰 제작
워크숍1

캐릭터 제작과
드로잉 작법

디지털 
배경 제작

웹툰 제작
워크숍2

스토리와
웹툰 콘티

웹툰 클립 
스튜디오

입문과정은 웹툰을 처음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웹툰 제작에 필요한 주요 영역의 툴과 기술을 다루고 자신만의 웹툰 원고를 직접 제작하고

완성하면서 얻는 창작의 과정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웹툰 제작 워크숍1, 2   ● 캐릭터 제작과 드로잉 작법   ● 디지털 배경 제작

● 스토리와 웹툰 콘티   ● 웹툰 클립 스튜디오

입문과정은 웹툰 제작을 위한 분야별 실습수업과 트레이닝을 통한 원고 기획 및 제작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화의 

기본기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드로잉과 인체와 인물 표현 등 기초들을 배우고, 스토리와 콘티, 캐릭터, 배경, 장면 구성, 채색, 

다양한 표현 기법 등을 익히는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기 말에는 향상된 능력을 바탕으로 일러스트와 단편 원고를 

제작하여 강평회에 출품할 수 있으며, 수료와 함께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문과정을 이어 수강하려는 분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심사 제외 및 수강할인의 혜택이 있으며,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데뷔를 위한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수업 안내 

- 인기 웹툰 작가 또는 전문가 초청 특강 

- 전문과정 수강희망자 사전 등록 신청

- 학기말 작품 강평회 참가 (선택)

- 전시회 개최 및 연말 수료식 

과정명

기  간

요  일

분반 / 시간

강의시수

학기제 1년 과정(두 학기 이수): (1학기)3~6월/ (2학기)9~12월

매주 목/ 금/ 토 (학기당 15주 진행)

[A분반] 15:00~17:50 / [B분반] 19:00~21:50

학기당 15주. 주 3일 수업 < 총 90강 >

웹툰 아카데미 < 입문과정 > 클래스

목(15강) 금(15강) 토(15강)

목(15강) 금(15강) 토(15강)

1학기

Basic Class

(3월~6월)

2학기

Essential Class

(9월~12월)



과정 전임

최해웅 작가

강사

이빈 작가
강사

문제용 작가

강사

김선우 작가

2016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7년

2001년

웹툰 축제 "글로벌 웹툰쇼" 집행위원장

코믹큐브&부산일보 “단골식당” 동시연재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부문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파동(WAVERS)>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 외 해외 3개국 동시 연재

일본 - 잡지 ‘월간 히어로즈 (HERO’s)’ 연재

중국 - 잡지 ‘만커잔 (漫客栈)’연재, 온라인 플랫폼 QQ.com 연재

미국 - 온라인 웹툰 플랫폼 ‘타파스틱(TAPASTIC)' 연재

봄툰＂쿠킹닥터 그녀의 레시피＂연재

"화타위전"(일본) 연재 / 툰도시, 코믹발키리, 만화온웹, 킬타임 커뮤니케이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선정

고단샤 "약선"(일본) 연재

시공사 "루프" 연재

2015년

2010년

2006년

2004년

1999년

1998년

1998년

1998년

네이버 웹툰 단편 <한국만화거장전> ‘쌍8패션걸스’

학산문화사 파티 ‘Paris와 결혼하기’ 연재

서울문화사 윙크 ‘MANA’ 연재

‘안녕 자두야’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

서울문화사 윙크 ‘GIRLS’ 연재

학산문화사 파티 ‘안녕?! 자두야!!’ 연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티’ 연재

대원씨아이 이슈 ‘원(ONE)’ 연재

과정 전임

신영우 작가

2016년

2016년

2014년

2014년

2012년

2007년

2007년

2005년

2001년

1999년

1998년

네이버 웹툰 ‘도망자’ 연재

배틀코믹스 ‘강철강’ 재연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과 출강

레진코믹스 웹툰 ‘더블캐스팅 시즌2’ 연재

네이버 웹툰 ‘키드갱 시즌2’ 연재 

‘키드갱’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방영 

‘더블캐스팅’ 원작 영화 ‘수’ 개봉

빅툰, 카카오페이지 등 ‘서울 협객전’ 연재

기가스 ‘더블 캐스팅’ 연재

대한민국 출판문화대상 만화부문 우수상

‘키드갱’ 연재/ 2012년 네이버 웹툰 연재

강사

김송 작가

2014년

2014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0년

2005년

웹툰 '미슐랭스타' 드라마 계약 체결

네이트, 레진코믹스에 '미슐랭스타'시즌3 연재

'미슐랭스타'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

'미슐랭스타'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네이트, 티스토어에 '미슐랭스타' 시즌1, 2 연재

디지털 만화잡지 '비트' 에 '지브란' 연재

계간만화 여름호 촉발 'Neversmoling'으로 데뷔

2017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명지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강의

투믹스 웹툰 ‘고교전설’ 연재

투믹스 웹툰 ‘명인’ 연재

투믹스 웹툰 ‘하얀방’ 연재

웹툰 플랫폼 짬툰 ‘오늘의 웹툰' 선정

투믹스 웹툰 ‘고교정점’ 연재

웹툰 플랫폼 짬툰 ‘유토피아’ 연재

북큐브 웹툰 ‘중2병 사건일지’ 연재

코미코 웹툰 ‘헤어져도 될까요?’ 연재

‘노멀모드’ 스푼라디오 오디오툰 런칭

레진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예전고’ 완결

코미코 웹툰 ‘현대영웅전’ 연재

학원 ‘카툰팝’에서 웹툰 강좌 출강

레진코믹스 웹툰 ‘노멀모드’ 연재

네이트 웹툰 ‘예전고’ 연재

교·강사 소개
수업 안내

교육 특징

수업 개요

수업 구성표

- 수업 영역별로 전공에 특화된 최강의 프로 웹툰 작가 강사진

- 글로벌 작가 및 국내 최고의 웹툰 작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세스

-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업 구성과 클래스별 소수 정예의 실무 중심 교육

- 실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액정 타블렛과 고사양 컴퓨터를 갖춘 최고의 환경 제공

-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 등 웹툰 제작 그래픽 프로그램 전문 교육

- 전문 20명*2분반 / 입문 20명*2분반 (*각각 두 학기 이수 후 수료) 

-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는 크게 <전문과정>과 <입문과정>으로 구분 

- 매 학기마다 과정 모집(전문과정 2분반/ 입문과정 2분반)을 하며, 각각 20명 정원

- 전문과정은 사전 신청을 통해 포트폴리오(50%)와 면접(50%) 심사를 거쳐 모집

- 입문과정은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선착순 마감)

- 각 과정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1년(총 두 학기)을 이수하여야 함

- 추계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웹툰 아카데미

전문과정 [분반 A]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웹툰 아카데미

입문과정 [분반 A]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웹툰 아카데미

입문과정 [분반 B]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웹툰 아카데미

전문과정 [분반 B]
< 학기당 15주 진행 - 정원: 20명 >

교내 시설
공연장 / 전시장 / 도서관 / 자유열람실 / 전산실습실

Dinner Time

월 화 수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목 금 토



현재 영화, 뮤지컬, 드라마,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각도로 이뤄지는 정책적인 지원들과 대중들의 사랑에 힘입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에 따라 소득이 보장되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예술 분야 특성화 우수대학인 ‘추계예술대학교’와 국내 최대 웹툰 기획사 ‘재담미디어’가 손을 잡고 평생교육원 

내에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툰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 교육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사람부터 데뷔를 꿈꾸는 지망생까지 각자 레벨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작가들이 특화된 전문 영역들을 각 클래스마다 단계적으로 전수하는 등 집약적이고 체계화된 실무 교육들을 웹툰 

아카데미에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만화콘텐츠인 ‘대한민국의 웹툰’은 앞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을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와 함께 하길 여러분께 권합니다.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웹툰 

아카데미를 찾은 것을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여길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 소개

모집 안내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는 매 학기 전문과정과 입문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웹툰작가, 출판만화작가, 카투니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콘티작가, 스토리작가, 애니메이터 등

졸업 후 진로

- 추계예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일반과정 ‘추계 재담 웹툰 아카데미’ 참조

- 수강 세부정보 안내 : http://cafe.naver.com/cjwa (※공지사항 참고)

수강 신청 방법

- 평생교육원 교학팀 02-3147-1230

문의

- 매 학기 추계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장학금 제도 혜택

- 매 학기 인기 프로 작가나 웹툰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진행

- 각 과정 수료전시회 진행 시, 전시장 시설 무료 대관 지원

- 입문과정 수료 후 전문과정 수강 시, 포트폴리오 심사 제외 및 수강료 20% 할인

- 각 과정 우수 수료생에게 데뷔를 목적으로 한 웹툰 플랫폼 핫라인 피드백 지원

- 웹툰 아카데미 수료 후 데뷔, 활동하는 작가들에게는 해외 진출 지원

특전

모집 대상

모집 정원

교육 장소

성인이면 누구나 (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각 분반당 20명 (전문과정 A반, B반/ 입문과정 A반, B반 -총 80명)

추계예술대학교 청사관 4F (아카데미 강의실 - 평생교육원)

신청 기간

모집 방법

교육 일정

교육 기간

수강료

1월 초부터 2월 중순 1월 초부터 2월 말일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및 심사

(포트폴리오+면접)

1년 (총 두 학기, 한 학기당 15주 진행) 

1학기(3~6월) / 2학기(9~12월) - 총 270시간

A분반(오후) 월/화/수  3~6PM A분반(오후) 목/금/토  3~6PM

￦1,800,000 (학기)

B분반(저녁) 월/화/수 7~10PM B분반(저녁) 목/금/토 7~10PM

전화 및 방문 신청

(선착순 마감)

전문과정 입문과정

※ 전문과정은 포트폴리오(50%)와 면접(50%) 심사를 거쳐 모집 (*심사일정 개별공지)



꿈을 펼치세요!

당신의 재능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www.chugye.ac.kr (평생교육원 메뉴 클릭)

2호선 아현역에서 하차 → 2번 출구 → 북아현동 

방향으로 500M (마을버스 5번 종점 하차)

버스노선 171, 172, 270, 271, 273, 472, 

602, 603, 700, 721, 5713, 7011, 7017, 

7611, 7712, 9602, 9706, 9708, 9713번

→ 아현역(굴레방다리)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시

버스 이용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평생교육원 교학팀 (웹툰 아카데미)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주소

cafe.naver.com/cjwa

평생교육원 교학팀 : 02)3147-1230

평생교육원 FAX : 02)3147-1231

아카데미 커뮤니티

연락처

추 계  재 담  
웹 툰  아 카 데 미

수강 안내

웹 툰  교 육 의  새 로 운  희 망

CHUGYE JAEDAM 

WEBTOON ACADE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