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광고제(외국이야? 영월이야?)
1) 제 목 : 30초 광고제(외국이야? 영월이야?)
2) 주 최 : 영월군
3) 주 관 : 오마이필름
4) 협 찬 : 유쾌한생각
5) 내 용 :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영월로 여행가자라는 의미를
표현하려합니다.
그래서 영월군 관광지 중 관광지, 먹거리 등을 선택해서,
선정된 팀들이 촬영 기간 동안 영월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성을 활용해
주제에 맞는 기발한 30초 광고를 제작합니다.
- 소재 : 영월 내 관광지 중 자유선택
- 주제 : 해외여행 부럽지 않은 영월 여행
- 선정팀 수 : 30팀(팀당 인원 제한 없음)
- 참가지원비 : 각 팀당 20만원
6) 모집기간 : - 2020년 6월 22일(월) ~ 2020년 7월 2일(목)
- 참가자 발표 : 2020년 7월 3일(금) / 공식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연락
7) 참여기간 : 촬영기간 - 2020년 7월 6일(월) ~ 2020년 7월 19일(일)
최종 제출 - 7/19(일)까지
결과발표  7/31(금)
8) 참가자격 : 18세 이상 누구나
9) 영상규격 : 참가 인원 선정 - 유튜브 영상 링크 제출, 최종제출  FHD 1920X1080 /
24p or 30p / mp4(권장), mov, mpg, wmv
10) 참가방법 : 참가 인원 선정  홈페이지(https://30gwanggo.com) 내 접수 링크
최종 영상제출  이메일(ohmyfilm17@naver.com)
11) 문의전화 : 02-578-5281
12) 총상금 : 7,500,000원 및 부상

13) 시상 내역
1등 : 300만원

1명 대상

2등 : 100만원

1명 최우수상

3등 :

50만원

4명 우수상

4등 :

30만원

5명 장려상

5등 :

지윤 스무스4 5명 특별상

- 수상 및 경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수상자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지급
14) 심사기준
- 주제연관성(20점), 연출(20점), 촬영(20점), 아이디어(20점), 조회수(20점)
15) 주의사항 :
ㄱ. 시상 일정 및 경품 지급은 수상자에게 개별 공지됩니다.
ㄴ. 수상자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됩니다.
ㄷ. 최종 선정 후에도 국내외에서 이미 사용한 영상일 경우 수상 취소합니다.
ㄹ.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제작자에게 발생합니다.
ㅁ. 타 공모전의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경우 심사제외 및 시상내역
(시상금)은 환수합니다.
ㅂ. 수상 및 경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수상자의 경우 4.4%의
세금 공제 후 지급합니다.
ㅅ. 해외 수상자의 경우 한국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사용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세금(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오마이필름
이 부담합니다.
ㅇ. 수상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은 제작자, 영월군, 오마이필름과 공유됩니다.
ㅈ. 출품작은 제 3자의 저작권(음원, 영상, 사진, 폰트 등) 초상권, 상표권 등 일체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ㅊ. 페러디물 제작시 제작자의 해석이나 비평, 풍자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ㅋ. 수상자는 시상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ㅌ. 제작되는 영상에 특정 상호, 상표명 표기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