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er e ar e you?"
“어디야 ?"
-제4회 고시촌단편영화제 출품공모우리 사회의 비주류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고시촌단편영화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국내 유일의 B급영화제에서 당신의 신박하고 쌈박·기발한 상상력, 핵 진지한 창작 정신
으로 무장한 단편영화를 기다립니다.
<접수 기간 및 영화제 기간>
접수 - 국내경쟁: 2018년 8월 27일 (월) ~ 2018년 9월 22일(일)
영화제 기간: 2018년 11월10일(토) ~ 11월11일(일) (2일간)
<공모내용>
- 2017년 1월 이후에 제작 완료된 작품
- 30분 이내의 단편 영화
- 장르 제한 없음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실험영화)
- 1인당 출품 가능한 작품의 수 제한 없음 (중복 출품 가능)
<시상내용>
총 상금 1,000만원 상당
대상 : 500만원 (1팀 ), 금상: 200만원 (1팀), 은상: 100만원 (2팀), 동상 : 50만원 (2팀)
<출품방법>
1. 심사용(최종 상영본) 파일 : 심사용 파일은 상영이 가능한 최종 상영본으로 제출한다.
2. 제출방법
(1) V imeo, Youtube에 최종상영본을 등록한 뒤, 스크리너 링크를 제출
https:/ / vimeo.com/ home
* 파일업로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함께 보내주세요.
가급적 스크리너 링크를 첨부하여 보내주세요.(비밀번호 설정 시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2) 온라인 접수 방법 (※스크리너 링크 제출 시, 웹하드에 파일을 업로드하지않아도 됩
니다 )
①웹하드 (http:/ / www.webhar d.co.kr ) 접속한다 .
(아이디 : gosff2018 비밀번호 :gosff2018##, 모든 폴더 접근 아이디는 gosff2018)
②“게스트 폴더” 의 공지사항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
③“4r d_gosff_apply” 폴더에 출품신청서와 첨부파일, 심사용(최종 본) 파일 올리기
* 웹하드 게스트 폴더에 등록한 내용은 삭제 및 수정이 불가함.
◆상영본 규격
해상도 : 1280*720 / 1920*1080
코덱 : H.264
포맷 : AV I, MOV , MP4, WMV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에 ‘작품이름_ 감독이름_러닝타임’을 표기
2 출품 신청서와 첨부 파일 : 감독사진 1장, 영화 스틸 사진 3장, 포스터에 사용될 이미
지 1장
* 사진파일 허용포맷 JPG, GIF, PNG / 용량 500KB이상 1MB이내 / 해상도 300dpi 이상
- 출품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가능
(3) 오프라인 접수 방법
고시촌단편영화제 웹페이지에서 출품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인쇄하여 동봉 이동
식 저장매체에 작품 파일 및
출품신청서 첨부파일을 담아서 고시촌단편영화제 서울사무국으로 우편접수한다 .
고시촌단편영화제 서울사무국
[우] 08846 서울특별시 관악구 삼성동 393-19 (양지길8) 1층 고시촌단편영화제
전화 02-6401-4239 홈페이지 www.gosff.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