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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컵” 

“차(茶)와 

사랑”초단편영화경연 

작품모집  
차(茶)는 사랑의 행운을 선물하기도 하고 혼인의 상징, 

인간감정의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차를 음미하고 차를 가까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에는 국경이 없고 사랑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귀하의 나라와 주변에는 차와 

사랑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나요? 천애해각, 세계 각지 모든 인류의 정을 

차로 나누는건 어떨가요? 우리는 현재 150 여개 나라를 상대로 초단편영화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귀하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휴대폰, 사진기, 카메라에 차와 사랑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차와 사랑의 진한 여운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다도컵” “차와 사랑” 초단편영화경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행사일정 

2014 년 10 월 1 일 – 11 월 30 일  작품모집 

2014 년 12 월 번역, 자막제작, 포장 

2015 년 1 월 심사, 심사는 초심과 최종심사로 나뉘어 진행, 심사위원은 영화계, 

다계(茶界) 전문가들로 구성 

2015 년 1 월 1 일 – 3 월 31 일 출전작품은 주최측의 국제인터넷채널과 YouTube 등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에 집중상영 및 세계적으로 인터넷투표 진행 

한편 수상작품의 주제작자 방중 사안 검토 

 

2015 년 4 월 중하순 “차와 사랑”초단편영화경연 시상식 및 “차와 사랑”초단편영화제 

개막  

 

2.응모자격 

영화계 관련 인사, 대학생, 차 애호가, 영화 애호가, 중국문화 애호가 그리고 

방중관광을 동경하는 모든 사람 참여가능. 

 

3. 시상내역 및 특전 

심사는 전문심사와 인터넷 심사로 나뉘어 진행.  

 

전문심사 선정 

(1) 최우수 작품 10 편: 수상작품의 주제작자 대표 한명은 무료(왕복티켓,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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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통행비용 전부 주최측 부담)로 방중, 수상식 및 “차와 사랑”초단편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음. 만약 수상작품의 기타 제작자 동행 시 초단편영화제기간의 

숙박과 현지 통행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 

(2) 우수상 10 편: 수상증서와 정교한 선물 발급  

(3) 기념상 10 편: 수상증서와 정교한 선물 발급 

 

인터넷 심사 선정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심을 통과한 출전작품은 경연홈페이지를 통해 

상영  

사이트: http://esperanto.cri.cn/filmc/ （중국어） 

http://esperanto.cri.cn/filme/ （ESPERANTO） 

네티즌 투표를 통해 인기 작품 10 편 선정, 네티즌에 의해 선정된 작품 제작자에게 

증서와 선물 발급  

한편 격주로 행운네티즌을 추첨해 기념품 증정  

 

4. 제출 작품 규정  

(1) 체제: 무제한. 극영화, 다큐, 뮤지컬 영화, 애니메이션 전부 가능 

(2) 상영시간: 2-10 분 

(3) 촬영기재: 제한없음. 가전용, 휴대폰, 전용설비 전부 가능 

(4) 공모주제:“차와 사랑”을 주제로 “차”와 “사랑”이 반드시 연관되어 체현되어야 함  

(5) 영화언어: 중국어, 세계어(ESPERANTO) 혹은 참가자의 모국어, 기타 언어 전부 

가능 

(6) 영화자막: 참가자는 자막을 첨가 할 필요없이 영화자막원본만 제공하면 

주최측에서 통일제작함 

(7) 보존격식: mp4 

(8) 응모마감: 베이징시간 11 월 30 일 24 시까지  

 

5.제출방법 

참가자는 신청서(첨가파일 참고)와 출품작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진실되고 완정해야 합니다. 제 3 자의 저작권, 지적소유권 혹은 기타 

합법적권리를 침해하는 작품의 출전을 금합니다. 출전작품으로 인한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혹은 기타 합법적권리의 분쟁은 모두 저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작품은 

Creative-Commons-Licence (CC-BY)에 적용됩니다.  

제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가지를 선택해 출품해주십시오.  

 

(1). filmkonkurso2014@163.com 에 첨부파일로 전송. 

(2). YouTube  

개인계정으로 Youtube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고 생성된 동영상 주소를 신청서란에 

적어 신청서를 filmkonkurso2014@163.com 로 전송 

 

문의 

E-mail: amo@cri.com.cn 

Skype    esperanto.film 

Facebook  espradio@cri.com.cn 

mailto:filmkonkurso2014@163.com
mailto:filmkonkurso2014@163.com
mailto:espradio@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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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사랑” 초단편영화경연 참가 신청서 

주제작자 

이름  

 평균연령  

국적  직업  

연락방식  

전송주소 

（체크） 

□filmkonkurso2014@163.com  

□Youtube 주소 

출품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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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다른 작품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 혹은 제3자의 저작권, 

지적소유권, 기타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성명합니다. 만약 저자의 작품으로 인해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및 기타 

합법적권익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자 본인이 관련 책임을 지도록 

mailto:filmkonkurso2014@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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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하겠습니다. 본 작품이 주최측 포털사이트, 라디오, 잡지 및 기타 

간행물(도서, 음향출판물 등 포함), 영화제, 문화주(文化周), 포럼 등 

공익행사에 무료 사용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본 작품은 

Creative-Commons-Licence(CC-BY)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