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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요강

아카데미 프로그램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GPA) 는 해외 피칭 경험이 없는 신진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 중인 프로젝트를 멘토와 함께 개발하고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듀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EIDF 기간에 열리는 공개 피칭을 통해 선발된 5 팀에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 포럼 견학 및 해외 교육 기회가, 우수 3 팀에게는 편당
5 백만 원에서 1 천만 원 상당의 제작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퍼스트 컷 완성 (The First Cut)은 러프컷 단계의 국내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해외 편집자와
5 일간의 1:1 편집 컨설팅과 편집에 필요한 영문 자막 제작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피치 프로그램
H!-Docs Pitch 는 크리에이티브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피치 프로그램으로, 2021 년
EIDF 에서 상영 및 방영 가능한 제작 단계 50~70% 미만의 한국 프로젝트(K-Project)와 한국
제작자와 협업하여 한국과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국제 공동제작 다큐멘터리(A-Project)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홈쇼핑의 후원으로 사전 피치 워크숍과 피치 본 행사, 산업 관계자와의 미팅
기회가 제공되며, 총 1 억 5 천만 원 규모의 제작지원금을 7 편의 우수 프로젝트에 지원합니다.

KOCCA-EIDF Pitch 는 한국 감독과 프로듀서가 진행하는 기획 개발, 제작 단계 30%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5 편의 우수 프로젝트에 총 5 천만 원 규모의
기획개발비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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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Prime Pitch는 국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4편의 우수한 다큐멘터리에 각 2천만 원 상당의
제작지원금을 지원하는 EBS 커미셔닝 프로젝트로, 선정된 작품은 2021년 EBS 다큐 프라임에
방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혜택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선정
편수

지원 대상

선정 혜택
• 4주 간의 국내 교육

• 기획 개발 혹은 제작 30%이하
단계의 프로젝트
글로벌
아
카
데

피칭
아카데미

10편

(Young Pitch) 진행

• 해외 피칭 경험이 없는 신진 감독-

• (우수 5팀)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팀(장편 다큐 1편 이하

영화제 (IDFA)포럼 참가 및 해외

제작)

연수(*코로나 19 진행상황에 따라

• 국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영어구사능력 상급 이상 가능

미

• 인더스트리 기간 중 공개피치

변경가능)
• (우수 3팀) 각 5백만원~1천만원의
제작 지원금 지원

퍼스트 컷
완성

• 러프컷 단계의 프로젝트
6편

• 한국 감독&프로듀서(&편집자) 팀

• 해외 편집자와의 5일간 일대일 편집

• 영어구사능력 상급이상 가능자

※ 선정 편수,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외 연계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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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프로그램
구분

선정
(지원)

지원대상
• 제작 단계 50-70%의 프로젝트

H!-Docs
Pitch
(K-Project)

• 한국 감독 &프로듀서
6편
(4편)

• EIDF 퍼스트 룩 옵션(한국 프리미어 우선 상영
검토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2021 EIDF 기간 중 상영 및 방영 가능작 우대
• 제작 단계 50-70%의 프로젝트
• 한국 및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H!-Docs
Pitch
(A-Project)

• 해외 감독과 한국 프로듀서 팀(한국 감독과
6편
(3편)

해외프로듀서 팀도 지원 가능)
• EIDF 퍼스트 룩 옵션(한국 프리미어 우선 상영
검토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2021 EIDF 기간 중 상영 및 방영 가능작 우대

피
치

• 기획 개발 &제작 단계30%이하 단계의

KOCCA-EIDF
Pitch

8편
(5편)

선정혜택

• 피칭 행사 전후로, 사전 피치 워크숍과
산업관계자와의 1:1 미팅 기회 제공
• (우수 4편) 편당 2천만원
~3천만 원의 제작 지원금

• 피칭 행사 전후로, 사전 피치 워크숍과
산업관계자와의 1:1 미팅 기회 제공
• (우수 3편) 편당 1천 5백만원
~2천만 원의 제작 지원금
• 해외 참가자의 경우, 항공권 및 숙소
제공 (팀당 1인가능)

• 총 5 편 (최우수 1편: 2천만 원, 우수

프로젝트 (※ 국고나 방송발전기금에서 1편

2편 : 1천만 원, 장려 2편: 5백만 원)에

이상 분량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기획개발지원 *최우수 수상작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2021년 EIDF에 퍼스트 룩 옵션 제공

• 한국 감독 및 프로듀서가 포함된
팀(*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가능)

• 해외 참가자의 경우, 항공권 및 숙소
제공 (팀당 1인가능)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커미셔닝 펀드
• 55분(중편)내외의 방송용 작품을 제작할 수
EBS
Prime
Pitch

6편
(4편)

있는 프로젝트

• (우수 4편) 편당 2천 만원의 제작
지원금

• 국내외 감독과 프로듀서 팀(한국 제작진이 없는
해외 팀도 가능)

• 해외 참가자의 경우, 항공권 및 숙소
제공 (팀당 1인가능)

• 2021년 EBS다큐프라임에서 방영 가능한 작품
※ 선정 편수,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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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접수 마감일: 6 월 12 일 (금) 17:00 까지
※ <퍼스트 컷 완성> 접수 마감일은 6 월 28 일 (일) 17:00 까지
페이지 상단의 공모요강 클릭->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EIDF 인더스트리 접수
메일로 접수(pitching.academy@gmail.com)
※ 트레일러는 메일에 영상파일(mp4)로 첨부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양식]
⓶ 신청서(지원신청서, 참가확인동의서) [첨부양식]
⓷ 기획서(시놉시스, 기획배경, 구성안, 연출의도, 제작진 필모그래피, 제작 계획, 예산 및
파이낸싱 계획 등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유 양식, 국/영문 2부,
최대 10매 이내)
⓸ 프로젝트 스틸 컷 3매
⓹ 트레일러 영상 (3분이내/1920*1080, MP4형식)
•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 지원 시 추가 제출 서류
⓶ 신청서 지정 양식 내 ‘자기소개서’ 항목 [첨부양식]
• 퍼스트 컷 완성 지원 시 추가 제출 서류
⓶ 신청서 지정 양식 내 ‘자기소개서’ 항목 [첨부양식]
➅ 2시간 이내의 스토리라인이 보이는 러프컷 (링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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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ocs Pitch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➅ H!-Docs Pitch 예산안 [첨부양식]
• KOCCA-EIDF Pitch, EBS Prime Pitch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➅ EIDF 예산안 [첨부양식]
※ H!-Docs Pitch와 EBS Prime Pitch 중복 신청자의 경우 ‘Hi-Docs Pitch 예산안’ 양식 사용

행사 일정
본선 진출작 발표: 2020년 7월 중순 예정
EIDF 인더스트리 기간: 2020년 8월 17일 (월) ~ 8월 23일 (일)
※ 자세한 일정은 5월 중순 이후 공지

유의 사항
•
•
•
•

해외 참가자는 프로젝트 당 1명에 한하여 항공권과 숙박을 지원합니다.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미비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피칭 행사 및 사전 준비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작 완성 기한은 담당자의 승인이 있을 시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industry_2@ebs.co.kr

+82-2-52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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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F INDUSTRY PARTNERS
PREMIERE SPONSORS

AWARDS SPONSORS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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