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분께 참가교 등록 요청

주최

테마:'여행'

본 콘테스트는 그래픽 앱 'CLIP STUDIO PAINT' 개발사가 주최하고 세계적인 태블릿 제조사인 와콤과 대형 출판사도 협찬하는 전 세계 학생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만화 및 일러스트 콘테스트입니다. 귀교의 학생이 본 콘테스트에 작품을 응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품을 응모하려면 먼저 학교 선생님 또는 직원 분이 참가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디 학생이 응모할 수 있도록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선생님 또는 직원 분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 시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교 도메인이 들어간 선생님 또는 직원 분의 이메일 주소
　- 명함 또는 ID 사진
　- 선생님 또는 직원 분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등록 내용: 학교명, 학교 종류, 담당 선생님의 성함,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 웹사이트 URL**, 웹사이트 게재용 로고**
*증명 서류는 콘테스트 종료 후 파기합니다. **웹사이트가 없어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로고 제공은 임의입니다. 

   온라인에서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분입니다.
   미술계 학교가 아니어도 참가교 등록이 가능합니다(학교 종류 불문).
   등록 양식 https://www.surveymonkey.com/r/X�M�WW�?lang=ko

전 세계 학생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만화 및 일러스트 콘테스트입니다. 이번에 �회째를 맞이하여 수상자는 출판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등 장래에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데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수상작에 대해 전문 
크리에이터나 편집자의 강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품은 응모 마감 후 전 세계에 공개되어 많은 분들한테 작품을 선보이게 
되므로 학생의 작품 제작 동기 부여로도 이어집니다.

CLIP STUDIO PAINT
많은 크리에이터도 애용하는 일러스트,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 세계 점유율 �위인 와콤 펜 태블릿을 비롯해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는 PC 및 스마트폰에도 소프트웨어/앱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코믹 · 만화 스쿨 콘테스트 ����

주식회사 셀시스(CELSYS)
Pacific Marks Shinjuku, �-��-�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E-mail: comiccontest����@artspark.co.jp

인터내셔널 코믹 · 만화 스쿨 콘테스트 운영 사무국  

www.clipstudio.net/promotion/comiccontest/ko/

자세히 보기 인터내셔널 코믹 · 만화 스쿨 콘테스트 검 색

인 터 내 셔 널
코 믹  ·  만 화
스쿨 콘테스트

꿈 실현 지원
유력 매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어 
장래에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데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수상작에 대해 전문가의 
자세한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동기 부여
응모작은 심사 종료 후 모두 콘테스트 사이트에서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작품을 선보이게 
되므로 학생의 창작 동기 부여로도 이어집니다.

전 세계 대상 귀교 홍보에 활용
참가교 등록을 하면 전 세계 학생이 방문하는 
콘테스트 사이트에 귀교의 로고를 게재**합니다. 
또한 입상했을 경우 작품과 함께 학교명이나 
로 고 를  크 게  게 재 해  귀 교 의  홍 보 에  도 움 이  
됩니다. 웹사이트나 팸플릿 등에 입상 실적으로도 
게재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골드 협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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