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명동�재미로(만화의�거리)� 크리에이터�페스티발

명동� 재미로� 크리에티터� 페스티발은?�

- 휴대기기의 발전으로 누구나 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 내가 찍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상를 좋아하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명동 만화의 거리 일대(재미로)에 모여 활
동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입니다. 
- 행사 당일 크리에이터영상 10편, 초단편영화 10편 작품을 상영하고, 시상 및 다과와 네트워
킹을 진행 합니다. 

<작품출품공고> 
제1회 명동 크리에이터 페스티발에 상영할 여러분들의 작품을 모집 합니다.
총 두가지 부문으로 출품신청을 받습니다.
      
크리에이터� 부문�
① 스케쥴 – 명동 재미랑일대에서 촬영하여 제작 8월 25일 ~ 11월 20일 
 - 응모작품 중 내부심사를 통해 5편 선정 (심사기간 11월 21일 ~ 24일) 
 - 재미영화제 행사 당일 공개상영작 발표 (선정작은 개별연락 – 11월 25일 예정) 
 - 상영당일 재미로거리 상인, 재미랑 관계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심사하여 시상 (11월 30일)
② 행사날짜 : 11월 30일 
③ 참가자격 : 누구나 
④ 주제 : 재미로 일대를 주제로 한 5분~15분 정도 분량의 유튜브용 영상     
         아래지도(다음페이지) 참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길(재미로) 주변     
         (재미랑 방문, 체험프로그램 경험, 골목리뷰, 맛집탐방, 주변행사방문 등) 
⑤ 작품공모기간 : 8월 26일 ~ 11월 20일 
⑥ 시상내용 : 대상(1명) - 70만원             
             우수상(1명) - 30만원             
             재미상(2명) - 10만원             
             우보상(6명) - 캐릭터상품(제품미정)
⑦ 작품제출방법 
  -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 해시태그 #명동 #재미랑 #재미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우보상 
  - 위 해시태그 넣고 업로드 후 이메일로 영상 URL과 함께 응모 
  - 이메일 응모시 크리에이터의 닉네임과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 보내실 이메일주소 yongsa78@naver.com

· 선정작 10편의 해당 크리에이터는 페스티발 당일 현장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상영회 장소 - 재미랑6호 페나비숍) 
· 공개상영 선정작 10편은 페스티발 후 다음날 본인 유튜브 채널과 우보상 채널에 동시 업로
드 합니다. 



                                     < 재미로 지도>
참고 > 재미로 행사 일정 
8월24일 – 레트롤링 축제 
8월31일 – 마이굿즈 플리마켓 
9월21일 - 키덜트장난감 플리마켓, 코스프레행사(코스다움) 
9월28일 - 레트롤링 축제, 마이굿즈 플리마켓 
10월19일 - 키덜트장난감 플리마켓 
10월26일 – 레트롤링 축제, 코스프레행사(코스다움), 마이굿즈
11월9일 – 코스프레행사(코스다움)
11월16일 – 키덜트장난감 플리마켓
11월23일 – 레트롤링 축제

상시행사 - 재미랑1호, 2호, 3호, 6호 체험프로그램들       

재미랑 프로그램소개 링크  
http://www.ani.seoul.kr/jami_list.sba# 



· 위 행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만화의 거리(재미로)에 방문 하시면 더 좋습니다.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서는 재미로에서 촬영한 크리에이터 영상 외에도
자유주제의 재미있는 영상(단편영화)도 신청을 받습니다.

초단편영화� 부문
① 스케쥴 – 1~3분 내의 초단편영화 제작 8월 25일 ~ 11월 20일 
 - 응모작품 중 내부심사를 통해 10편 선정 (심사기간 11월 22일 ~ 25일) 
 - 재미영화제 행사 당일 공개상영작 발표 (선정작은 개별연락 – 11월 26일 예정) 
 - 상영당일 재미로거리 상인, 재미랑 관계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심사하여 시상 (11월 30일)
② 행사날짜 : 11월 30일 
③ 참가자격 : 누구나 
④ 주제 : 30초에서 3분사이의 주제,장르 구분없는 자유로운 이야기의 단편영화
 - 오프닝타이틀과 엔딩크레딧 제외 30초 이상 3분 이하의 영상으로 제한
⑤ 작품공모기간 : 8월 26일 ~ 11월 20일 
⑥ 시상내용 : 대상(1명) - 30만원  
             우수상(2명) - 10만원 상당의 캐릭터상품(제품미정)         
             재미상(7명) - 캐릭터상품(제품미정)              
⑦ 작품제출방법 
  - 이메일로 영상파일 접수 (MP4 H264 포맷 권장)
  - 본인(감독)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 보내실 이메일주소 yongsa78@naver.com

· 선정작 10편의 해당 감독은 행사 당일 현장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상영회 장소 - 재미랑6호 카페 페나비) 
· 공개상영 선정작 10편은 행사 후 다음날 우보상 채널에 업로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