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업] 영화영상 및 시나리오 관련 전공 대학생 모니터링 요원 모집 안내
스토리업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스토리텔러들의 기획안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성장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정 창작자에게 창작지원금과 함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나리오 완성과 영화 제작 실현을 적극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힘을 더하
고 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스토리업의 극영화 분야 시나리오 작가 공모사업은 선정작품의 기획개발 지
원을 위해 3단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1차 모니터링 요원은 영화영상 및 시나리오 관련 학
과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이에 2019년도 CJ문화재단 스토리업 시나리오 작가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1차 모니터링 요원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 영화영상 및 시나리오 관련 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 제외
2) 모집인원
- 20명
3) 접수기간
- 5월 13일(월) ~ 5월 20일(월) 자정 마감
4) 접수방법
- http://naver.me/xy9eljMQ
5) 결과발표
- 5월 23일(목) 선정자 개별 연락
6) 활동내용
- 2019 스토리업 시나리오 작가 공모 사업 선정작(트리트먼트) 모니터링
- 트리트먼트(편당 A4 20~30매 분량) 모니터링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활동기간
- 5월 28일(화) ~ 6월 11일(화)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심화 모니터링(작가/멘토 미팅)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심화 모니터링 참여 시 별도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8) 활동혜택

-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
- 2019 스토리업 특강 참석 기회 제공
- CJ문화재단 스토리업 사업 선정작 개봉 시, 시사회 초대
9) 유의사항
- 모니터링 요원 활동기간 내 성실히 참여 가능한 분에 한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참여 전, ‘비밀유지서약’에 동의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요구한 개인정보는 본 모니터링 요원 선정에만 활용되며, 선정 후 30일 내 일
체 폐기합니다.
-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을 위해 선정자에 한해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
출이 필요합니다.
10) 문의접수
- 전화 : 02-3153-7557 (문의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 이메일 : 2006pgk@gmail.com *제목에 “[스토리업] 1차 모니터링 문의” 표기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