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시프 캐스팅 마켓 지원작 공모
제 16 회를 맞이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새롭게 준비한 “아시프 캐스팅 마켓”은 국내 단편 감독
및 제작자들과 배우들 사이에 보다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단편 감독들에게는 다양한 배우를, 배우들에게는 단편 영화인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아시프 캐스팅 마켓”을 통해 매칭 성사 후 제작이 완료된 작품은 2019 년 개최 예정인 제 17 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공식 상영 기회를 갖게 되오니 많은 영화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지원작 중 선정된 작품의 트리트먼트를 사전 공개 후, 각 작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배우들의 지원을
받아, 행사 기간 중 감독 및 제작자와 배우들 사이에 일대일 미팅 기회 제공.

<진행 순서>
참가 작품 접수

선정작 발표

선정작 트리트먼트 공개

8 월 27 일(월)~9 월 9 일(일)

9 월 21 일(금)

10 월 1 일(월)

참가 배우 접수

선정 배우 발표

캐스팅 마켓 행사

10 월 1 일(월)~10 월 17 일(수)

10 월 26 일(금)

11 월 2 일(금)

1. 참가 작품 지원 조건
1) 지원 대상: 30 분 이내의 단편영화에 한하며, 작품 규격과 장르 구분 없이 가능
2) 신청 자격: 1 편 이상의 단편영화 제작 경험이 있는 국내 감독 혹은 프로듀서
3) 신청인(팀)당 1 개의 작품만 신청할 수 있음
2. 참가 접수
1) 접수기간: 8 월 27 일(월)~9 월 9 일(일)
(마감일까지 모든 제출서류가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함)
2) 접수방법: 영화제 홈페이지(www.aisff.org)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기타 필수 제출 자료와 함께 이메일 접수 (aisff2018@gmail.com)

3. 필수 제출 자료
-

참가신청서 1 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시놉시스

-

트리트먼트

-

기존작 포트폴리오 링크

4. 선정 방식
-

모든 지원작 대상 제출 내용 심사

5. 선정작 발표
-

2018 년 9 월 21 일(금) 예정 (영화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6. 행사 일정 (하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 공모: 2018 년 8 월 27 일(월)~9 월 9 일(일)
2) 심사: 9 월 10 일(월)~9 월 20 일(목)
3) 선정작 발표: 9 월 21 일(금)
4) 선정작 트리트먼트 공개: 10 월 1 일(월)
5) 참가 배우 접수: 10 월 1 일(월)~10 월 17 일(수)
6) 참가 배우 심사: 10 월 18 일(목)~10 월 25 일(목)
7) 선정 배우 발표: 10 월 26 일(금)
8) 캐스팅 마켓 행사: 11 월 2 일(금)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행사 진행 방식
1) 선정된 작품의 감독 및 프로듀서가 개별적으로 마련된 테이블에 착석
2) 배우 한 명당 미팅 시간은 10 분으로 제한
3) 감독 및 프로듀서는 최대 8 명의 배우와 미팅 가능
8.

문의: 전화 010-7157-2015 / 이메일 aisff2018@gmail.com

※ 2018 아시프 펀드 프로젝트 피칭 지원작 교차 지원 가능.
※ 캐스팅 마켓 참가를 지망하는 배우를 위한 접수 공모는 참가 선정작 발표(9 월 21 일) 이후 별도
게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