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소년 미디어 장비 및 기술교육지원
사업 안내문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스스로넷’)에서는 실제 미디어 제작 계획이 있는 기관/학
교 소속 동아리를 대상으로 미디어 장비 및 기술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관/학교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공모개요 : 2022 청소년 미디어 장비 및 기술교육지원 대상 동아리 모집
나. 대

상 : 서울시 청소년기관, 학교 영상동아리(2~3팀/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1팀 당 최대 7명 *제작 예정인 작품은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뮤직비디오의
포맷이어야 함
다. 지원내용 :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기술워크숍(촬영, 조명, 음향, 편집) 교육,
미디어 장비 대여, 촬영 리허설
라. 선정과정 : 접수-> 내부심사 및 일정확인-> 선정팀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교육 및 장비대여 진행
마. 모집마감 : 2022년 6월 28일(화) 17:00 마감
바. 접수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lih@ssro.net
사. 제출서류 : 1)신청서 + 동의서 2)장비리스트 3)지원 작품 시나리오
4)촬영계획서
아. 신청조건 : 2022 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출품 필수, 장비 사용시

지도자 현장 동석, 분실 및 파손시 원물보상 적용(대물배상보험 가입 등), 기관/학교
신청(직인 필수)
자. 진행장소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차. 문

의 : 070-7165-1022(미디어제작팀) / lih@ssro.net

카. 내

용 :
청소년 미디어 장비 및 기술교육지원 사업

모집인원

청소년 미디어 제작 동아리(2~3팀/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팀당 최대 7명
촬영, 조명 워크숍 2회
기술교육지원

음향 워크숍 1회
편집 워크숍 1회

지원내용
미디어장비 지원

미디어 장비 지원(*장비 대여/반납시 지도자 동행 필수)

촬영리허설 장소지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내부 촬영리허설 진행

*대여 가능한 장비 리스트 별도 첨부 문서 확인/ *기술교육수업을 이수하여야 장비대여 가능

심사

세부일정
*필수

- 1차 사무국 서류(행정) 심사
- 2차 시나리오, 촬영계획서 심사(제작가능성, 작품의 완성도)
2022년 7월 5일(화)
선발 동아리 발표
스스로넷 홈페이지 발표 / 개별 연락
촬영, 조명 워크숍

2022년 7월

9일(토) 10:00 ~ 13:00

2022년 7월 16일(토) 10:00 ~ 13:00

음향 워크숍

2022년 7월 23일(토) 10:00 ~ 13:00

편집 워크숍

2022년 7월 30일(토) 10:00 ~ 13:00

작품 제작

각 동아리 제작 여건, 미디어 장비 스케줄 조율하여
작품 제작
2022년 9월 17일(토)까지 완성작 제출

작품 제출

- 작품 크레딧 : 장비 및 기술지원 :
협조‘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표기

문

의

스스로넷 미디어제작팀
E-mail. lih@ssro.net

Tel. 070-7165-1022

[붙임1] 청소년 미디어 장비 및 기술교육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운영규정, 개인정보활용, 콘텐츠제작자 동의서)
[붙임2] 청소년 미디어 장비 및 기술교육지원 대여 가능 장비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