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관련 Q&A

○

참가자격은?

- 연령제한은 없음. 이야기 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 10년 이하의 이야기산
업 전문인력이고, 지원 불가 대상(타 지원사업 참여인력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
○

이야기 전문인력의 범위?

- 이야기 사업화를 수행하고 있는 이야기 에이전트, 편집자, PD 등
[참고] 이야기산업 에이전시(에이전트) 정의 및 역할
- 에이전시(에이전트)의 정의 : 이야기산업 내에서 창작자로부터 이야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IP)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듀싱, 매니지먼트, 유통/거래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 에이전시(에이전트)의 역할

＊ <글로벌 이야기 에이전시 산업현황 연구>(2019. 3.) 참조

○

중복 지원 가능여부?

- 1인당 1개의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

유사사업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지원내역이 있거나 현재 지원중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나, 전혀 다른 목
적의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 예) 이야기창작발전소 지원작(집필지원)의 해외진출·판권 판매 관련 프로젝트 ☞ 지원 가능

- 만화 에이전트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이야기산업 전문인력 육성지원(기업형) 사업
수행기관 참여인력
○

공동 지원 가능여부?

- 개인 단위로만 지원 가능하며, 팀, 공동 지원 불가
○

지원서 분량 및 내용은?

- 지원서 양식에 맞춰 A4 5매 내외로 작성해야 하며, 지원서 분량을 넘는 페이지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10매 초과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예) 12매 분량을 제출한 경우, 10매 분량의 지원서 부분만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해당 없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작성하지 않거나, 추
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양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출 파일 형식은?

- 지원서 :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한글, PDF 또는 JPEG 파일로 제출하되, 서명 또는 날인이 되
어있어야 함
○

사업화 프로젝트 예시 외 다른 프로젝트 지원 가능?

- 원천스토리 사업화의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라면 지원 가능하며, 다만 단순 집필 및
각색 관련 프로젝트는 지원 불가능
○

전문인력 심층교육 불참 시 탈락?

- 선정된 전문인력은 심층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멘토진 구성 및 교육내용은 확정인지?

- 공고문에 명시된 상시 멘토링 멘토진은 참여 확정된 상태이나 추후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음. 자세한 멘토링 방법 및 멘토진 구성은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예정
- 심층교육의 경우 참가자 프로젝트 구성 및 개별 수요조사 후 커리큘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활동보고서 및 제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신청 당시에 제출한 프로젝트 별 목표치
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본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였는지를 평가 후 지원금 지
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