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애니메이션창의대회 개요>

 2015동아시아문화도시인 중국 칭다오에서는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한중일애니메이션창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애니메
 이션 및 영상콘텐츠 특화도시인 칭다오와 함께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시민 및 작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 만화, 그래픽디자인,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 주    제 : 녹색과 문화
∎ 내    용 : 주제에 맞는 창작품
∎ 모집대상 : 한중일 3국의 애니메이션 및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 학생
              ※초중고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
∎ 모집기간 : 9월 30일까지
∎ 심    사 : 중국 칭다오시에서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시    상 : 분야별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입선(출품작의 25%)
              ※분야별 상장 및 상금 수여
∎ 연계행사
    -시상식 : 2015년 10월 중 칭다오 올림픽요트기지
              ※시상식, 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애니메이션 영화포럼 : 2015년 10월 중 칭다오농업대학
              ※관련분야 전문가 학술회의, 문화교류행사
    -현대만화가 면담회 : 2015년 10월 중 칭다오시내
              ※한중일현대만화가 초청 사인회, 교류회
    -한중일 우수학생작품 수상자 초정행사 : 2015년10월 중 칭다오시내
              ※국가별 10명씩 초청, 칭다오 명승지 관광
∎ 한국측 참가작품 접수 : 동아시아문화도시청주 조직위원회
              ※접수처 : culturecj@hanmail.net
              ※문  의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043)219-1281   



∎세부출품규정
   1) 만화분야
      -주제와 일치하는 창작품이어야 함
      -단편은 최소 4컷 이상이어야 함
      -작품은 tiff 또는 jpg(색형식 CMYK 300 DPI, 흑백회색도 300 DPI)
       또는 컬러 출력물
      -작품 크기는 A4용지 크기보다 크게 제출 스캔 전자원고(해상도는 
       300 DPI 이상)로 제출

  2) 그래픽디자인
     -주제와 일치하는 창작품이어야 함
     -디자인, 구도에는 예술성 및 조화로운 색의 배합 필요
     -작품은 tiff 또는 jpg(색형식 CMYK 300 DPI, 흑백회색도 300 DPI)
      또는 컬러 출력물
      -작품 크기는 A4용지 크기보다 크게 제출 스캔 전자원고(해상도는 
       300 DPI 이상)로 제출

  3) 애니메이션
     -CD에 저장된 형태로 작품 제출(시간 명시)
     -길이는 1분 이상이어야 함
     -작품 파일형식은 swf, mpg, avi 또는 mov 형식 파일로 해상도는
      800×600화소 이상(파일용량은 1Gb 이하로 압축을 권함)
     -작품내용이 완성된 것이어야 함(예고편 형식 접수 불가)

 4) 단편영화
    -창작의 표현력이 강하고 원작성, 참신성 있는 작품
    -완성된 동영상 작품이어야 하며 작품분량은 6분 이상이어야 함
    -작품파일 형식은 mepg, avi 또는 mov 형태로 해상도는 800×600화소 이상
      (파일용량은 1Gb 이하로 압축을 권함)
   -작품내용이 완성된 것이어야 함(예고편 형식 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