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th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ICCA)

2017 제6회 세계어린이 만화가 대회

「제6회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ICCA)」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는 2012년부터 약 3,100명의 국내·외 어린이들이 참가한 국제 규모의어린이 만화가 대회로서
어린이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뽐내고 다양한 국가의 또래들이 만나 어울리는 만화도시 부천의 대표적인 어린이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예선
주

제 │ 지정주제 없음(자유 창작 만화)

형태/규격 │ 8절지 또는 A3(단면, 1인당 최대 3점)
대

상 │ 국내·외 초등학교 4~6학년(또는 만 10~12세)

접수 기간 │ 2017. 3. 13(월) - 5. 31(수) 한국시각 24:00 기준
접수 방법 │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www.icca.kr)에서 참가신청서 입력 후 작품 업로드

우 편

홈페이지에서 출품신청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작성, 작품과 함께 우편 발송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03호 축제사무국 ICCA 담당자(우.14505)
- #503,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1, Gilju-ro,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4505

심사기준 │ 작품성(40)+창의성(30)+완성도(30)=점수산정(100점 만점)
결과발표 │ 2017. 6. 7(수) 18: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스캔(.jpg, 300dpi)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시 작품이 화면에 꽉 차서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 우편 접수 시 작품이 구겨지지 않도록 박스나 통에 넣어 보내주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 건에 한합니다.
※ 접수 신청 후 최종 완료까지 2~3일 소요됩니다. 이후 접수 확인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신청 후 1주일 이후까지 접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결과 발표의 개별통보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바랍니다.
※ 예선 선발자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본선(2박 3일 만화캠프) 및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초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 예선 선발자의 작품은 전시를 위해 원화 수급할 예정입니다.
※ 타 공모전 당선작, 모방작(조작, 편집, 표절 등), 마감일이나 규격 등의 기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작품은 심사 제외됩니다.

본선(만화캠프)
기

간 │ 2017. 7. 21(금)-7. 23(일), 2박 3일

대

상 │ 예선 선발자

장

소 │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시 일대

프로그램 │ 만화가 특강, 그룹 워크숍, 레크리에이션, 답사, 본선 경연, 시상, 부천국제만화축제 관람 등
시

상 │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 수여
유의사항
※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2박 3일 수료자 전원 수료증 배부합니다.
※ 본선(만화캠프)의 장소 및 프로그램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세부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어린이가 본선(만화캠프)에 초청될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 1인 초청비 지원(단, 보호자의 항공료 제외)

주최

문의

주관

부천국제만화축제운영위원회

후원

홈페이지 www.icca.kr │ 이메일 help.icca@gmail.com │ 전화 +82-(0)32-310-3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