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신세대 만화 코스 지정 iPad Pro의 안내

2021년11월18일 

만화학부 만화학과 신세대만화코스 

나카무라카요 

신입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세대 만화 코스에서는 iPad Pro를 만화 제작

디바이스로 지정하고, 제작실습 또한 iPad Pro를 이용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잘 읽고, 지정된 iPad Pro와 주변 기기를 입학 전까지 각자 준비해주세요.

입학 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 

(!)iPad Pro 12.9 인 지 모 델

@Apple Pencil (2세 대) 

@iPad Pro용 키보드 케이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 이후에 설명 

AppleCare+For iPad에 대해 

AppleCare+For iPad 란 구입한 시기로 부터 1 년간의 수리 서포트와 90 일간의 기술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세대 만화 코스는 AppleCare+For iPad에

가입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전하고 있습니다. 

1Pad는 수업중에 지잠하는 경우가 많고, 액정 파손이나 짐수에 의한 고장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AppleCare+For iPad의 가입에는 별도 요금이 발생하지만, 고장의 정도야 수리 회수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수리점보다 AppleCare+For iPad클 이용하는 편이 저 렴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신세대 만화 코스의 학생은 재학 중 Adobe Creative Cloud, Office 365, CLIPSTUDIO 
PAINT For iPad의 라이센스를 대학에서 지급합니다. 사전에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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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P『O

지정 기종 

12.9인지 iPad Pro 2021 년도 모델

디스플레이: 12.9인지•

• 용량 128GB

• Wi-fi 모델

잠고가격 

¥129,800 円 (稅�) ※일반 가격

Apple 스토어(학생 할인 스토어) 

iPad Pro 2021 년 모델 상품 구입 페이지 

디스플레이 사이즈 이외의 사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선호하는 옵

션에 맞줘 자유릅게 선택해 주세요. 특히 본제의 저장 용량에 관해서는, 수업

에 한해 128GB로 충분합니다 .

Apple Pencil 

지정사양 

Apple Pencil (2세 대) 

잠고가격 

¥ 15,950 円 (稅표) ※일반 가격

Apple 스토어(학생 할인 스토어) 

iPad Pro 2021 년 모델 상품 구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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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pple.com/jp_edu_1460/shop/buy-ipad/ipad-pro
https://www.apple.com/jp_edu_1460/shop/product/MU8F2J/A/apple-pencil%E7%AC%AC2%E4%B8%96%E4%BB%A3?fnode=215de5b109034b0da0fc1f25fc25652f6e7f82ac95f1216445c17941e21fec50b08b6e3a68a16194bfc790f976cfb66e4e18a55eb392f7b13a5b02c492cb5c5568bd6b7d185a6f3ee31e7a62b72e790098782ba0402142dba076bb1503b5fc7d


iPad Pro용 키보드 케이스(주천 기종의 소개) 

COMBO TOUCH Logicool

잠고가격 

¥ 26,730 円 (稅표) ※일반 가격

Logicool 스토어

COMBO TOUCH 상품 구입 페이지 

키보드 케이스에 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양을 준비해주세요. 

키보드와 케이스를 각각 다르게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케이스만 준비하고 키보드를 준비하지 않는것은 불허합니다. 

iPad 본제등의 조기설정에 대해서 

iPad Pro 본제의 설정 작업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설지는 수업중에 지도합니다. 입학전에 

각자 자신의 iPad의 설정을 해도 되지만 하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iPad 본제의 언어설정은 일본어

• 이용하는 국가(일본) 으로 Apple ID를 작성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iPad Pro의 준비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연락저에 

신세대 만화 코스 종합 연구 

jkawatani@kyoto-seik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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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gicool.co.jp/ja-jp/products/ipad-keyboards/combo-touch-ipad.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