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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개요

 Vision: 비전

 전문 예술인 양성을 통한 대중 예술 트렌드의

선두주자 역할 수행

 Identity: 정체성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승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수여

예술전문 고등교육기관

 실무교육 중심의 콘서바토리 형태 학교

교육부 학점은행 학사학위

<영화과 졸업작품제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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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7월. 네오영화아카데미 설립

 1999년 4월. 네오영화기획정보센터 출범

 2000년 2월.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01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지정

 2002년 10월. 한국영화교육원으로 명칭변경

 2003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승인

 2005년 6월. 유니버설미디어로 재단변경

 2006년 4월. 남산캠퍼스로 이전

 2009년 12월. 학교법인 신동아 학원 경영 참여

 2010년 1월. 충무로캠퍼스로 확장이전

 2010년 4월. 교육기관 명칭 ‘KAI 한국예술원’으로 변경

 2011년 9월. 교육기관 명칭 ‘KAC 한국예술원’으로 변경

 2012년 1월. 충정로캠퍼스로 확장이전

 2014년 11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 129개 보유

 2015년 10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 143개 보유

 2016년 9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 152개 보유

History : 연혁

KAC 한국예술원은 1996년 국

내 최초 영화전문 사설교육기

관인 네오영화연극학원으로

시작, 2001년에는 동종업계

최초로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명실상부한 국

내 최초의 예술전문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역사는 타 예

술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기

관과 비교하여 학생들로 하여

금 강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립
예술전문기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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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 환경 요인

철저한 질 관리 및
차별화를 통한

“예술전문
교육기관”

의 필요성 증대

시장환경

 K-Pop 등 한류열풍 강화등
에 따른 예술 교육 수요의
증대

 고등학생수 감소

 삶의 질 추구에 따른 평생
교육 수요의 증대

경쟁적 환경

 시장 확대에 따른 예술교
육기관의 급증

 예술교육의 질 관리에 대
한 평판 저하

 과도한 홍보에 따른 피해
증가 규제적 환경

 평생교육법 (학점은행제) 교

육기관운영 부실에 따른 각

종 규제 강화; 철저한 질관

리 추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

한 진입 장벽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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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 발전 목표

 1996년 국내 최초의 사립

영화교육기관으로 출범

 2001년 국내 최초로

학점은행을 통한 예술학사

(영화학) 승인

 청소년 뿐 아니라, 타

(전문)대학 졸업생 또는

직장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예술분야

평생교육 기반 마련

국내최초의 사립

영화예술 교육기관

국내최고의 대중예술

전문 교육기관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

 대중 및 실용예술 분야에

집중

 실용음악, 뮤지컬, 방송연예 등

 종합대중예술학교로

도약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관련 학과간 다양한 연계를

통한 집단예술로의 승화

 예) 학과간 통합 전공심화 과정, 

합동 재학생 공연 개최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 가능한

예술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 수립

 다양한 국제적

자매결연/산학 협력을 통한

국제화 추진

 K-pop 등 국내

예술인재교육 노하우를

해외로 수출 등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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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 : 교육 이념

창의적인 영감을 지닌,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계의 지도자 양성

Creative

창의적인

Leader

지도자

Moving

감동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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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심 충정로역 도보 1분
– 세종문화회관,홍대,대학로,여의도 등 문화,방송중심지 인접

 총 1500평 규모

 500평 규모 교정 및 야외공연장

Location & Facility : 위치 및 시설

야간 전경

본관전경

야외
공연장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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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 경영진

 한양대학교 학사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키워뮤직엔터테인먼트 대표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표창 / 한국콘텐츠진흥원장표창

 KBS, SBS 작곡상

 제5회 가요음반대상 최고편곡상 / 제4회 뮤직박스 가요대상 편곡상외

학장 김형석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전) KBS 드라마 제작국 국장

 (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전) 중앙대학교 미디어 공연 영상대학 학장

 방송 연출; 전설의 고향, 보통사람들, 삼국기, 춘향전 등

 방송 기획; 첫사랑, 태조왕건, 젊은이의 양지 등

명예학장 최상식

부학장 김범조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U.C Berkeley 경영학 석사

 (전) Accenture, Korea 경영 컨설턴트

 (전) Nagravision, U.S 방송상품총괄 부장

 기획 및 관리; OpenTV, Spyglass, Com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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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 학위취득 후 작품 활동

지난 십 수년간 배출된 1000명 이상의 학습자/원생들은 각 분야로 진출하여 본원에서 배운 전문성을 발휘, 성공을 거둠으로써

한국예술계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해외 영화제 등에서 수상하는 등 국위선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선영; 영화 <마이캡틴 김대출> 촬영현장에서

주연배우 정재영과 함께

김상우; 영화 <구미호 가족> 촬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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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학교 지원 및 다양한 공연/상영회 개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재능 발굴 및 육성에 기여

 실무경험과 이론을 갖춘 최고의 교수진 구성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예술학교 시설 및 교육 기자재

 실전경험 배양을 위한 각종 대회 참가 및 수상, 작품활동 참여

 산학협력/행사 후원을 통한 학생 실무 기회 증대, 인재 육성 및 학생 복지 증진

 장학금 확충 및 수강료 인하를 통한 학생 부담 경감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다양한 특강 개최를 통해 보다 현장 중심의 간접체험 유도

Differentiation : 특성화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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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upport : 학생작품활동을 위한 지원

 2005년. <레테의 강><힘내요 달수씨> <가난한 날의 행복> 

<통닭><맛있어><자네가 참아><다녀올게요> 등 3,000,000원 지원

 2006년. <파울볼><하이킹><못생겨서 죄송합니다><인성아! 어디 갔다 이제

오니?><미로><재능찾기> <페드라> <밥 주는 여자> 등 6,850,000원 지원

 2007년. <문고리><그 영감 만나러 가기 백미터 전><용기><맹><리프린팅> 

<고독사><첫번째 항해> <팔씨름> <나는 전진한다><선고> <그림자를 채우는

햇볕> <내 심장 36.5><뮤직비디오><Time Traveler> 등 5,800,000 원 지원

 2008년. <대변인><맛있으니깐 괜찮아><운명> <여생><Happy Birthday> 

<몽타주><다 그런거지> 등 3,200,000원 지원

 2009년. <스위트버터플라이>, <비보호좌회전>, <준수는 불면증>, <안스리움>, 

<강씨 정씨 신씨>, <코카콜라시대의 사랑>, <벌초>, <웨딩부케> 등

6,600,000원 지원

 2010년. <개똥벌레>, <허기>, <추억맛 비빔밥>, <즐거운 나의 집>, 

<졸업사진> 등 4,700,000 원 지원

 2011년.  <만찬>, <하차>, <유통기한>, <거리인>, <달리기>, <기말고사와

방학사이>, <씨앗없는 화분>, <적당한 거리>, <그남자> 등 8,893,000원 지원

 2012년.  <문고리>, <그영감만나러가기> 등 4,000,000원 지원

 2013년. <마지막휴가>, <우연> 등 4,000,000원 지원

 2014년. < 뜻밖의 여정> 등 4,000,000원 지원

 2015년. < 커트> 등 4,000,000원 지원

 2016년. < 난 너의 꾸꾸구> 등 4,000,000원 지원

영화제작지원금 지원

주원, 유해진 주연
영화 ”그놈이다 “ 연출 윤준형

미장센 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안승혁

안산 상록수 국제단편영화제
대상 유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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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Performances : 재학생 발표회 개최

 1996년 8월 <한국영화회고전> 개최 (‘인서울매거진’ 공동주최)

 2000년 5월 미국 실험영화제 Black Maria Film & Video Festival 

Asia Tour 개최

 2002년 8월 제1회 Neo Film Festival 개최

 2003년 7월 제2회 Neo Film Festival 개최

 2004년 12월 제3회 Neo Film Festival 개최

 2006년 1월 한국영화교육원 기말상영회 개최

 2007년 12월 2학기 기말상영회 개최

 2008년 6월 1학기 기말상영회 개최

 2008년 6월 제5회 뒹굴상영회 개최

 2012년 2월 KAC 졸업영화제 개최

 2012년 4월 제9회 뒹굴상영회 개최

 2012년 10월 KAC 실용음악재학생 공연

 2012년 12월 KAC 졸업영화제

 2013년 12월 연극,뮤지컬, 실용음악 학기발 발표회

 2014년 8월 연극, 뮤지컬 재학생 학기말 발표회

외 매학기 학부별 재학생 발표회 진행

 2015년 8월 연극, 뮤지컬 재학생 학기말 발표회

외 매학기 학부별 재학생 발표회 진행

 2016년 8월 연극, 뮤지컬 재학생 학기말 발표회

외 매학기 학부별 재학생 발표회 진행

재학생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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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ions : 청소년 대상 경연대회 및 워크숍 개최

 실용음악예술계열

• KAC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
(4회 진행) 2015.11.01

: 실력있는 고등학생 뮤지션을 발굴
하고자 실용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연기예술계열

• 청소년 영상공모전
(4회 진행)

: 영상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경험과 팀별 협동심을
작품제작을 통해 제공하고 하고자
공모전 개최

 영화예술계열

• KAC 보이스액팅 페스티벌
(5회 진행) 2016.06.11

: 영상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

에게 보다 많은 경험과 팀별

협동심을 작품제작을 통해

제공하고 페스티벌 개최합니다.

• KAC청소년 독백 연기경연대회
(2회 진행)

: 연극배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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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ions : 청소년 대상 경연대회 및 워크숍 개최

• COME & SHOW
청소년 뮤지컬경연대회 (2회 진행)

: 뮤지컬배우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로 보다
많은 무대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연대회을 개최 한다

 연기예술계열

• 청소년 스트릿댄스 컨테스트
(4회 진행) 2016.07.24

:팀별 창의적인 포퍼먼스를 발표하는
장으로 댄서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꿈을 향한 기회의 장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 KAC DANCE Workshop
(4회 진행)

: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으로
미래의 최고의 댄서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용무용예술학부

•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3회 진행)

: 다양한 장르의 대본을 작성하여
작가로서의 꿈에 한걸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방송영상/미디어문예창작예술계열

외다수경연대회 및 워크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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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 국내 최고의 실무형 교수진

 실용음악예술계열

 음향예술계열

【김형석】 【타미킴】 【하림】 【낯선】

【방한석】【노우성】

• 김형석 학부장 1990년이후 우리에게 감동을 준 작곡가

1위 선정 / 신승훈 , 김건모 외 다수

가수 작곡 및 프로듀서

• 타미킴 겸임교수 기타리스트 / 백두산 , 외 다수 앨범

• 하 림 겸임교수 싱어송라이터 / 그룹 “ 신치림 ”        

(윤종신, 조정치, 하림) 보컬 및 프로듀서

• 낯 선 겸임교수 래퍼 및 프로듀서 / 가수 서인영, 쥬얼리

작사ㆍ작곡

• 최종호 전임교수 벨벳레코딩스튜디오 녹음실장, 비, 김동욱등 다수

믹스다운

• 윤준구 외래교수 마틴사운드테크니컬 대표, 인순이 외 다수 음향감독 활동

 연기예술계열

• 노우성 학부장 극단 뮤지컬 창작공작소 ‘레히’ 대표

뮤지컬 ‘셜록홈즈’ 연출 , 작사 등

• 방한석 겸임교수 셜록홈즈, 노트르담파리외 다수 무대,기술 감독

【윤준구】【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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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 국내 최고의 실무형 교수진

 영화예술계열

 방송영상/미디어문예창작예술계열

• 최상식 명예학장 드라마PD /  드라마 “겨울연가”,

“태조왕건”, 젊은이의 양지” 

외 다수 작품 연출 및 기획

• 오기환 전임교수 영화감독 /  영화 “ 선물”. 

“작업의 정석” 외 다수작품 각본 감독

•김한석 전임교수 드라마 작가 /소설가

드라마 “ 질주” 외 다수 작품

소설 출간 “ 아내”, “힙합에 바친다”

• 노 윤 겸임교수 ‘히든싱어’ 1,2,3, ;집밥백선생’ 등 다수 작품

【최상식】 【오기환】

【김한석】 【노윤】

• 오중석 전임교수 무한도전 캘린더 사진작가 외다수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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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 국내 최고의 실무형 교수진

 연기예술학부

【서혜정】 【이세은】

【김학수】【김재한】 【조기형】

• 유지인 겸임교수 연기자 / 드라마”내조의여왕” “ 찬란한유산 ”

외 다수

• 서혜정 겸임교수 성우 / 외화 X-File (스컬리 역) 

나레이션 -롤러코스터 (남녀탐구생활)

외 다수

• 이세은 외래교수 드라마’연개소문’.’굳세어라금순아’ 외 다수

• 김재한 전임교수 스트릿 댄스(왁킹)  / 2013 퍼포먼스., 컨테스트 DANCE 

INSIDE  VOL.3 주최 , 2013부산국제힙합페스티벌

김학수 겸임교수 스트릿 댄스(왁킹)  / 2013 Soul Stage , Asia All style Team  Battle 1등 수상

조기형 겸임교수 방송댄스 / 가수 휘성, 지드래곤, 태양 외 다수 안무

【유지인】

 실용무용예술계열 방송연예/공연기획예술계열

• 강현철 전임교수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연탄길’ 

연극 ‘친정엄마; 외 다수 제작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 작품상 수상

• 서정민 겸임교수 전_국립극장, 고양아람누리극장 무대감독

뮤지컬 ‘위키드’, ‘돈두앙’ 외 다수 무대감독

【강현철】 【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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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s : 국내 최고수준의 기자재 (실용음악)

앙상블실미디실: Mac컴퓨터 + 건반

녹음실 개인연습실 (보컬, 악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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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s : 국내 최고수준의 기자재 (영화,방송)

각종촬영기자재: 조명기 등

기자재실 부조정실

편집실 촬영실습실(스튜디오)

카메라 실습 수업 ( Red One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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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s : 국내 최고수준의 기자재(연극,뮤지컬,무용)

(중) 실기실(대) 실기실

(대) 실기실 소극장 연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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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총냄새 – 이광복> 2002년 인디포럼 상영, 레스페스트 영화제 개막작 선정

 2007년 <팔씨름 – 임경록> 제1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본선 진출

 2007년 <마른하늘에 소낙비 – 김창완> 2007 인디포럼상영작 선정, 2007 제1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단편부문 경쟁 초청

 2007년 <출산의 배후 - 이성래> 2007 인디포럼상영작 선정, 제 25회 부산 아시아 단편 영화제 본선에 진출, 제 8회 대한민국영상대전 수상

 2007년 <초밥이 맛있네 – 강유가>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본선 진출

 2007년 <자유 – 최은종> 제69회 UNICA 세계영화제 경쟁부문 2위 은상, 청소년 최우수작품상, 제1회 서울세계단편영화제에서 청소년 부문 가작, 영국

Guernsey Lily 국제아마추어영화제 초청, 모스크바 백야영화제 초청

 2007년 <도살자 – 김진원> 2007부천판타스틱영화제 ‘금지구역’섹션 상영, 2008 New York Film Festival 초청, 2008 Montreal Fantasia Film Festival 초청, 

2008 부천판타스틱영화제 ‘it 프로젝트’ 제작 지원작 선정

 2007년 <코시안> 제5회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 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본선 진출

 2007년 <너를위한 픽션 – 유후용> 2007년 상반기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제작지원작

 2007년 <부자유친 - 임경록> 2007년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본선초청, 2008년 EXIS 실험영화제 본선 초청

 2008년 <고독詞 - 정용우> KT 디지털콘텐츠공모전에서 영상부문 장려상

 2009년 <오해의 시작 - 김정우> 제 10회 한국청소년영화제 대학부 본선 진출

 2009년 <비보호 좌회전– 09학번 안승혁>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씨네 스튜던트 부문 초청, 부산국제영화제의 와이드 앵글 부문 초청, 미쟝센 단편

영화제 비정성시 부문 경쟁부문 초청, 15회 인디포럼폐막작 선정, 벤쿠버국제영화제 초청

 2009년 <내 가슴 속의 락앤롤 - 05학번 최영은> 제9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제1회 신상옥청년영화제 각본상 등

 2009년 <상봉 – 장재진>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본선진출,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최우수상

수상

 2010년 <숲–이상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최우수상]

 2010년 <지하로 – 10학번 이진호> 도쿄영화제 초청작 상영

 2011년 <즐거운 나의 집 – 08학번 권오경> 2011 인디포럼 상영작 선정

 2011년 <버블 – 05학번 이태훈>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Soul International Extreme-Short Image & Film Festival) GU 국제경쟁 부문 서울메트로

특별상(관객상) 수상

 2011년 <떠날 수 없는 – 10학번 윤영우> 제9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초청

 2011년 <집 앞에서– 이태호>제64회 깐느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부문초청– 국내 최초 대학생 감독 단편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초청

 2012년 <꾱치> - 이설희> 부산국제영화제경쟁부문

 2013년 ~2014년 <캠퍼스의 꿈, 삼고초려 – 안승혁> 미쟝센 단편영화제 외 다수 수상

 2015년 ~2016년 <심장이 두근두근> 미장센 영화제 본선진출 <커트> 프랑스 리옹국제영화제 경쟁부분

<실버벨> 상록수 다문화 국제 단편영화제 대상(문화체육부장관산)   <어디로> 미장센 단편영화제, 대종상 단푠영화제

Award : 영화제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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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학번 이다윗 <더 테러라이브>, <최종병기 활> 외 다수 출연, 드라마 <후아유> 외

다수 출연

 11학번 유수민 <추격자> 제작부

 11학번 최범찬 <퍼펙트게임> 제작부

 10학번 양지원 <코리아> 촬영팀

 10학번 이용수 <오싹한 연애> 조명팀, <코리아> 조명팀, <12월 23일> 조명팀

 10학번 정성준 <댄싱퀸> 촬영팀, <미스터K> 촬영팀

 10학번 윤영우 <떠날수 없는> 연출, <청포도 사랑> 김희정 감독 촬영팀, <통통한

혁명> 민두식 감독 촬영팀, <귀> 김조광수 감독 제작회계

 10학번 이진호 <지하로> 연출

 09학번 안승혁 <고양이> 변승욱 감독 제작부, <아부의 왕> 정승구 감독 연출부, 

<비보호 좌회줜> 연출

 08학번 권요경 <즐거운 나의집> 연출

 06학번 이규연 <블라인드> 제작부

 05학번 이태훈 <버블> 연출

 05학번 최영은 <내 가슴의 락앤롤> 연출

Activity : 현재 재학생 실무 현장 활동 내역

* 위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현장 실무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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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 대외협력 현황

 해오름예술촌산학협력 체결 - 해오름 영화제 개최

 하늘별 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제작 협력

 한국영화감독협회 산학협력; 영화예비인 교육과정 운영

 영화주간지 무비위크와 여름/겨울 방학 영화아카데미 공동 진행

 독립영화배급사 어뮤즈 (aMuse 필름) 산학협력

 OTR 산학협력 – 공연 전문 인력을 위한 공동 인재개발

 비전원격평생교육원 산학협력 –우수 인재 개발 협력

 ㈜대교 CSA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및 인재 개발 협력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술교류 MOU 협약

 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MOU 체결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산학협력 – 우수인재 개발 협력

 Skylife와 제 1회 kac 동영상 촬영대회 진행 협력

 JTBC와 제 1회 kac 뮤지컬 페스티발 진행 협력

 세인트실용음악학원, 버클리실용음악학원, 에바다실용음악학원

등 학원들과 MOU를 통한 연계 협력 진행. 

 경주대학교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 교류 협약

 팬엔터테이먼트 인재양성 및 취업 관련정보교류로 협약

 한국성우 협회 ,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와 재학생들의 실무경험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협약

 nap 엔터테이먼트, 큐스컴(공연기획사), ENT 팩토리, 키이스트 협액체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협약 체결

 중국 귀주성 주요 대학들과 인재양성 및 학생 교류 mou 체결

* 재학생 실무 능력과 취업정보 졸업 후 취업과 연결 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 협회

아카데미 등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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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 대외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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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 : 각종 행사 후원을 통한 인재 육성 지원

 2002년 2월 강제규 필름과 영화 <몽정기> 공개오디션 추진

 2004년 7월 제6회 국제청소년영화제 후원

 2005년 7월 제7회 국제청소년영화제 후원

 2006년 3월 해오름 영화제 개최, 스튜디오 사용, 영화제작소 사용 등

 2006년 10월 한국영화감독협회 주최 춘사대상영화제 후원

 2006년 11월 제1회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 아우라 후원

 2007년 1월 영화주간지 무비위크 & 영화사 쇼박스 영화상영 이벤트 후원

 2007년 1월 하늘별 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제작 협력

 2007년 8월 제2회 청소년국제영화페스티벌

<아우라> 후원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

 2007년 8월 영화주간지 무비위크와 여름방학 영화아카데미 공동 진행

 2008년 1월 영화주간지 무비위크와 겨울방학 영화아카데미 공동 진행

 2008년 9월 제3회 청소년국제영상페스티벌 아우라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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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 : 각종 행사 후원을 통한 인재 육성 지원

 2010년 6월/2011년 7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공식 스폰서
– 공식스폰서, 시설 및 장비 지원, SIYFF 기간 중 홍보 부스 운영

 2010년 1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영화제

필름마켓에 KFAI 홍보 부스 운영

 2010년 9월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 후원

– 공식 트레일러 제작 등

 2010년 12월 진로/직업박람회 참가 – 인재발굴 및 육성

 2012년 8월 서울 국제 청소년 영화제 후원

 2013년 5월 복사골 청소년 문화행사 후원

 2013년 8월 엔터테인먼트 멘토링 캠프 부스 참여

 2013년 9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부스 참여

 2013년 9월 서울 국제 청소년 영화제 부스 참여

 2014년 10월 홍제천 생명의 축제 공연 참여 외 다수

 2015년 4월 아메리칸 아이돌 심사위원 데이브 초청 서울 보컬

세미나 공동 개최

 2015년 6월 원마운트 더워더워 페스티벌 공연 공동 개최

 2015년 7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연출, 제작 참여

 2015년 8월 부산 록페스티벌 스텝, 공연 참여

 2016년 8월 원마운트 더워더워 페스티벌 공연 공동 개최

 2016년 8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예선 스텝, 공연 참여

 2016년 10월 좋은문화예술제단과 함께하는 20016 전국 뮤지컬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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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y : 각종 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

 2012~2014. 도시철도 가을문화 축제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야외공연

 서대문 구청과 함께하는 ‘신촌버스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서대문 구청과 연계하여 지역구민을 위한 음악공연, 연극공연, 뮤지컬 공연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 기획

 서대문경찰서와 함께하는 제2회 청소년 문화 한마당 재능기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로고송 재능기부

신촌의 문화 부흥
및 다양한 아티스

트들에게
공연할수 있는
자리 제공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충정로 주변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야외공연

중랑구 새우게
마을 10가구에
연탄 2000장 배달



©  2013 KAC / All rights reserved.

 Ka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0

Student Council : 학생회 활동

 kac 한마음 체육대회

 Kac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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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 학생 상담의 체계화

 상담 내용

 입학, 편입상담

 학점 및 학위 취득 관련 상담

 매 학기 수강신청 이후 복학생, 전 학기 F학점 취득자, 졸업 대상자에 대해 학점 상담

 학점설계를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상담

 지도교수 상담: 개강 후 한 학기 이내에 모든 학생들이 1회 이상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단 신규 학습자의

경우 2회 추진 – 1회차 개강 5주내/2회차 개강 10주내

 진로 및 학습상담

 학기별 전과 상담

 휴학생도 원할 경우 상담 가능

 학생 상담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생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상담자 교육을 통해 상담자의 지식 및 태도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시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상담은 최대한 정기화시켜,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상담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신규 학습자의 경우 학기당 2회의 교수 상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상담의 체계화를 통한 상담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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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ance : 적극적인 출석 유도

 학생들의 출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최대한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함으로써 학생의 학점 및

학위취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철저한 출석관리 및 적극적인 출석 유도

 구체적 출석관리 사항

 학생의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출석부를 매회 수업이 끝난 후 교학처에서 보관

 교학처에서 주 단위 출결 현황을 점검, 대자보로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출석의 중요성 인지

 2회 결석자, 3회 결석자 F학점 경고문

 지각 및 결석이 잦은 경우 지도교수 특별면담을 실시하여 참여도를 높임; 매주 실시하도록 함

 학사 담당자는 출석이 미흡한 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담당 교수는 특별 면담을 실시하여 수업의

참여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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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ng : 엄정한 성적관리

 철저한 성적관리는 학생의 학습 태도 향상을 위한 기본 바탕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학습자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타 어느 기관보다 엄정한 성적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성적관리로 철저한 교육의 질관리

 구체적인 성적관리 내용

 강의계획서 배포: 첫 수업시간에 성적평가기준이 제시된 강의계획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함

 상대평가제 실시: 질적 수준 유지 및 평가기준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하도록 함. 단, 

10명 미만의 수업은 부득이한 경우 절대평가가 가능함

 성적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하여 적절하게 성적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시험문제 난이도 조절 등을 통해 관리함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실기평가의 공정성: 실기고사 증빙자료를 실기고사 평가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2년간 보관

 과목의 특성에 따라 테이프, 비디오, 사진, 포트폴리오 등으로 보관

 학사관리지침의 철저한 준수

 별도의 문서를 마련하여 성적과 관련한 자료를 과목별, 학기별, 년도별로 정리하여 2년간 손상없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년이 경과된 후라도 되도록 보관

 교과회의를 통한 평가지침 활용: 성적에 대한 평가지침과 난이도 등을 교과회의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각종

평가항목에 대한 난이도를 조절하고, 모범답안과 평가요소를 문서화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종강 후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이 성적을 확인하고,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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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 교강사 임용조건 강화 및 철저한 교육 진행

 교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는 학습 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임용단계부터 우수한 교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정기적

수시적으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교강사의 교육 태도 및 필요한 업무 지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철저한 교강사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구체적인 교강사 관리 내용

 교강사 자체 임용 조건 강화 및 유지: 담당 교강사는 이론 및 실습을 병행 또는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해당자를 임용

 교강사 오리엔테이션: 매 학기 실시하여 출석부, 성적관리 (상대평가), 시험 진행 및 학사일정 안내, 

학점은행제 관련 유의사항 등을 공지

 중간/기말고사 직전 교강사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e-mail로 안내 및 1:1로 개별 안내 실시

 강의평가 실시: 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으로 매 학기 강의평가 실시

 학기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업에는 중간 평가를 구두로 실시하여 강의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학기 종료 후에는 강의평가 온라인 실시 -> 강의평가 결과분석 ->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재임용/연봉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개별 통지하여 참조하도록 함

 정기 및 수시로 교강사진과 행정실이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 교강사 및 학교행정직원들의 의사소통이

원할 하도록 함 – 건의사항 및 이슈사항들이 즉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필요한 자료 및 기자재

요청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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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고맙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kac.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oreaArtsCollege

 Email; kac@ikac.kr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6. 우편번호; 110-013

 전화번호; 02 – 777- 6133

 팩스; 02 – 777- 6143

 오시는 길

5호선 충정로역

2호선 충정로역

http://www.ikac.kr/
http://www.facebook.com/KoreaArtsCollege
mailto:kac@i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