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소개서

www.kaaa.org



1. 회사소개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

▪ 설립일 : 1999년 1월 25일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03호

▪ 설립목적

애니메이션 창작지원 및 제작능력 제고로 국제 경쟁력 향상과

애니메이션 영상매체를 통한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

▪ 주요사업

1. 애니메이션 창작 및 지원사업

2. 국내애니메이션 세계 진출 및 국제 교류

3. 애니메이션 양성전문 기구 설립 및 운영

4.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



1. 협회소개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는 1960년대 후반 국내에서 활동한 애니메이터들
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애니메이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애니
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애니메이터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발전
해나가고 있다.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는 1960년대 후반 국내에서 활동한 애니메이터들을 중심으
로 결성됐다. 애니메이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애니메이터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김 회장은 백석예술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실무 현장에서 작품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장 취임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전 현직 관계자가 화합
할 수 있는 행사 및 공간 조성과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실무 현장 기여도를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가 결성된 것은 1990년대로 故 신동헌 감독을 시작으로 태
동된 한국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차후 한국 애니메이션 종사
자들의 대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로 그리고 전 현직 종사자들이 어울릴 수 있
는 협회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는 3가지 사항을 기점으로 조직 개편 및 사업 운영을 해나
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관련 국제 포럼 및 세미나 그리고 작품 공모전
진행이며,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발전 방향과 제작 그리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실무 현
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은퇴한 회원들의 공간을 조성해 실무를 병행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애니메이션 예술인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애니메이션 창작 및 창작 지원, 
국내 애니메이션의 영화 세계 진출 및 국제 교류를 위한 사업, 애니메이터 양성 전문기
구의 설립 및 교육사업,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 전시회, 워크숍 등 개최,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공동 연계사업,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사업 등을 지원, 기획
및 진행 중에 있다 협회 032 321 7554

12대 회장 김재호 " 전현직 종사자 화합하는 협회 만들것

https://blog.naver.com/gksdoguq99


2. 회사연혁

주요 연혁

▪ 1999년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설립 허가 및 창립

▪ 2000년 미국지부 결성

▪ 2001년 정기총회 개최 / 제2대 안영호 회장 취임

임시총회 개최 / 제3대 이춘만 회장 취임

▪ 2003년 정기총회 개최 / 제4대 김영두 회장 취임

▪ 2004년 “애니메이션인턴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진행

▪ 2005년 제7차 정기총회 개최 / 제5대 김영두 회장 연임

▪ 2007년 제1기 애니메이션 실기 양성 과정 개최

제9차 정기총회 개최 / 제6대 넬슨 신 회장 취임

▪ 2008년 ‘2008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현장실무교육’ 실시

▪ 2009년 제7대 김영두 회장 취임

SICAF2009 ‘애니메이션감독 초대작품전’ 참여

▪ 2011년 제8대 정창일 회장 취임

▪ 2014년 제9대 김인숙 회장 취임

▪ 2015년 제10대 이춘만 회장 취임

▪ 2017년 제11대 최영균 회장 취임

▪ 2019년 제12대 김재호 회장 취임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제12대 회장 김재호 교수

(백석예술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



3. 추진사항/보도자료

2021년 안양시와 안양문화재단의

안양다운 문화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 SICAF)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SICAF 총괄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임용섭 조직위원장(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호남지부 부회장) 선임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SICAF) 조직위원회가

집행위원장에 최영균 선임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1기 위원에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부회장 최성욱 위원 위촉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4개협회에 MOU 체결

(한국만화가협회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4. 협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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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회원



사무국 032-321-7554 / 사무국장 강명구 010-7105-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