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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이현석입니다.

애니메이션영화의 혼성적 연출특성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대중·오락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애니메이션은 

우리에게 감동과 재미, 기쁨 그리고 감성적 

치유를 제공합니다, 본 수업은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연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수업으로써 애니메이션영화를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진행합니다.

애니메이션영화의 혼성적 연출특성 강의는 총 

7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는 애니메이션영화에 구현된 동서양의 

문화적 요소

2주차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혼성

3주차는 로토스코핑을 통한 허구와 시 

실제의 재현

4주차는 초현실주의 애니메이션의 혼성적 

연출

5주차는 신인상주의 예술작풍을 차용한 유화 

애니메이션 

6주차는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English

Hello, I am Professor Lee Hyun-seok of 

the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 at 

Dongseo University.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you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ed Direction of 

Animation film.

An animation that has become one of the 

pillars of popular and entertainment culture 

over the past 100 years provides us with 

emotional, fun, joy and emotional healing.

This class is a class that examines and 

analyzes animation film as it explores the 

various directing characteristics of 

animation.

The composite production characteristics 

lecture for animated films consists of seven 

weeks.

The 1st week is cultural element of East 

and West that is implemented in animation 

film

The 2nd week is a genre mix of musical 

animation.

The 3rd week is a reproduction of fiction 

and reality through rotoscoping.

The fourth week is a mix of surrealism.

The 5th weeks is oil painting animation 

using the style of Neo-impressionism

The 6th week, you will learn about an 

animated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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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기 감독

애니메이션이 갖는 혼성적이고 문화를 

포괄적으로 같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이런 

강좌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든 학생

기존과는 다른 수업방식으로 

애니메이션영화를 문화, 매체, 장르 등의 

다양한 묘소로 분석하여 저의 인문 예술적 

소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드라드 누니스 타티아니

이 강의에서 저는 애니메이션에 관한 기술을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은 

즐거웠고, 재미있게 배우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수업은 내 시야를 

넓혀주었고,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본 강좌를 통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소양의 지평선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의 판타지 

월드로 가겠습니다.

English

Director Kim Chung-ki

Animation has a mixed culture. I think 

this course is informative and fun because 

it is comprehensive.

Han Haedeun

This class helped me develop my personal 

and artistic skills by analyzing animation 

into various graveyards such as culture, 

media, and genre.

Thatiany Andrade Nunes

Through this lecture I could develop my 

skills in animation immensely. Every class 

was enjoyable and learning in a fun way 

is awesome. It really expanded my 

horizons, and I recommend it for anyone 

who’s interested in animation.

Through this course, I hope that your 

knowledge of animation and the horizon 

will be expanded further. Now, let's go to 

the fantasy world of ani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