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SJM문화재단 & 전주프로젝트
K-DOC CLASS 세부사업요강

가. 사업명 K-DOC CLASS (케이독 클래스)

나. 사업소개

  2020년부터 (재)SJM문화재단과 전주국제영화제가 함께 시작한 K-DOC CLASS는 완성도 높

은 한국 다큐멘터리를 위한 편집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미발달 분야인 다

큐멘터리 후반작업 과정을 체계화하고, 작품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국내외적 성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후반작업은 작가의 주제의식을 확고

히 하고 작품의 구조와 시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라는 인식하에 전주국제영화제와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 SJM문화재단이 후반작업 과정을 체계화하여 편집교육의 새로운 모

델을 제시하고자한다. 

다. 사업내용

    1. 러프컷 내비게이팅 : 한 달여의 간격을 두고 1차, 2차로 진행되며 다큐멘터리 전문가

로 이루어진 전담 내비게이터 2명이 매칭되어 러프컷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제와 스토리

텔링, 전략을 중심으로한 작품의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이 제공된다.

    2. 러프컷 모니터링 : 완성에 가까운 러프컷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및 영화, 배급, 영화

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 그룹이 매칭되어 전반적인 방향, 구성, 전달력, 길이, 기술 및 

배급 요소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3. 퍼스트컷 완성 : 러프컷이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해외의 편집자와 4-5일에 걸쳐 

세부적인 씬과 시퀀스의 편집을 수정하는 워크샵. 

             *퍼스트컷은 타 주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하반기 실시  

라.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1시간 이상 러프컷 편집본 제출이 가능한 한국 다큐멘터리

❍ 개최장소 : 서울 SJM문화재단 사무실, 전주 시 영화의 거리 내 행사장

❍ 사업규모 : 약 100명 내외 국내외 영화 산업 전문가

  - 내비게이터(멘토) 20인 내외, 참여 감독 및 프로듀서 15인 내외 포함

❍ 개최시기 : ※ 전주프로젝트: 2022년 5월 1일 ~ 5월 3일

- 러프컷 내비게이팅 1차(서울) : 2022년 3월 중 3일(작품당 1일)

- 러프컷 내비게이팅 2차(전주) : 2022년 5월 2일 ~ 3일

- 러프컷 모니터링(전주) : 2022년 5월 2일 ~ 3일

- 퍼스트컷 완성 : 2022년 하반기 (파트너 기관을 통한 협력 프로그램 참여)

❍ 주최/주관 : SJM문화재단, 전주국제영화제, 파트너 기관(미정)



마. 세부 일정

1) 공모 : 2022년 1월 3일(월)

2) 접수 : 2022년 1월 3일(월) ~ 1월 28일(금)

3) 결과 발표 : 2022년 2월 셋째주

4) 러프컷 내비게이팅 1차(서울) : 2022년 3월 중 3일

5) 러프컷 내비게이팅 2차, 러프컷 모니터링 (전주) : 2022년 5월 2일 ~ 3일

바. 제공사항 및 특전

 - 팀별 1실 2박 및 전주국제영화제 인더스트리 배지 제공

 - 아빈앤컴퍼니 어워드(상금 500만원) 1편

 - SJM문화재단 러프컷 부스터(상금 300만원) 1편

 - 아빈 크리에이터 어워드 (아이맥 2대) 

 - 푸르모디티 영문자막지원 1편

 - 제이워크상 영화음악 제공 1편

 - 퍼스트컷 자동참가상 1편

@ 특전사항은 이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사. 참가자격

 - 러프컷 작업 단계의 한국 다큐멘터리 

아. 접수 및 선정결과

-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월) ~ 1월 28일(금) 오후 6시 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fund.sjmfound@gmail.com   

- 제풀내용 : 신청서(첨부파일), 기획안, 예산안, 러프컷 씬리스트, 러프컷(링크)

        * 러프컷은 전체 줄거리가 보이는 2시간 이내의 편집본 필수 

- 선정결과 : 2022년 2월 21일 (월)  / SJM문화재단,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공지

자. 심사방식

- 러프컷 영상 및 서류심사

- 경우에 따라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 문의 

- SJM문화재단 fund.sjmfound@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