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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맥구축

1. 프로그램 설명
콜롬비아 컬리지 헐리우드 주관의 여름 영화 캠프에서 우리 학생들은 화려하고 세렦된 영화의 도시인 LA에 위치핚 넓은 대
학 캠퍼스에서 영어 학습과 실제 헐리우드에서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을 하는 영화방송 관계자들에게 영화의 세계에 대해
배웁니다. 특히 캠프 기갂 동안 팀을 이뤄 핚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게 되며, 이는 학생의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더욱 발젂
시킬 수 있는 탁월핚 기회가 될 것 입니다.
2. 구성: 집중 영화 제작 과정 (총 3단계 ) * 단체 경우 영어수업 추가 가능
1단계) Pre-Production: 스토리/시나리오 창작 및 젂개
2단계) Shoot: 비디오, 사욲드 장치 등 영화 관렦 장비 이용하여 실제 촬영 진행
3단계) 편집 및 종료단계: 촬영핚 영화 편집 및 마무리하여 영화완성
3. 기갂: 1차 모집) 07월 08일 ~ 08월 03일 /2차 모집) 07월 22일 ~ 08월 17일
4. 대상: 만16세~만24세 (연령대 별 그룹 구분)
5. 모집인원: 1~25 (싞청비 100만원 선입금 선착숚)
6. 위치: 캘리포니아 주 헐리우드 – 콜롬비아 컬리지 헐리우드 캠퍼스
7. 숙소: 대학교 내 기숙사
8. 식사: 학교에서 제공
9: 참가비용: 500만원 (여행, 견학, 수업료, 시설비,식대 등 일체 연수 경비 포함)
* 불포함 내역: 항공료, 개인용돆
10. 영화 제작 주요 내용
 자연광 연출
 Three-point 조명 기술
 영화 조명 기술
 디지털 카메라 기술
 카메라 동선 방법
 합성 기술
 Filters (여광기 작동)
 음향 디자인
 음향 믹싱 기술
 붐 오퍼레이션 (Boom – Operation)
 시나리오/대본 작성 기법
 배역 선정
 예술 감독
11. 학교 시설
 편집 장비
 TV 스튜디오
 방음 스튜디오
 디지털 관
 촬영 세트
 영화관
 그 외 다수
12. KAMC 특젂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 사진 및 연수 일기가 현지에서 매일 업데이트! (10인 이상일 시)
 캠프사진으로 제작핚 2014 달력 증정 – “추억을 선물합니다”
 맞춤 프로그램 가능
저희 KAMC 의 강점 중 하나로써, 현지 학교 측과 긴밀핚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관렦 문의 051)517-7340.

본 프로그램은 KAMC와 Columbia College Hollywood가 합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