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포맷 

Mac OS 에서 최종출력을 할 경우 
prores422HQ 코덱을 이용하여 출력 

Windows 에서 최종출력을 할 경우 (반드시 포스트핀에 문의) 
JPEG, TIFF, DPX등의 Image Sequence File 출력 
DNxHD, H264로 출력 (포맷-Quictime, 코덱 H.264로 설정.) 

※ Windows 에서 Image Sequence File로 출력시 사운드는 따로 출력하여 제출 

화면 사이즈 

작업 시퀀스와 동일 사이즈로 제출 

※ 작업가능 해상도 (명시되지 않은 해상도일시 문의) 
2K 1.78 Flat (1920X1080) / 1.85 Flat (1998X1080) / 2.39 Scope (2048X858) 
4K 1.78 Flat (3840X2160) / 1.85 Flat (3996X2160) / 2.39 Scope (4096X1716) 

프레임레이트 

촬영본 및 작업 시퀀스와 동일 프레임레이트로 제출 

※ 프레임레이트 변경 작업 가능한 출품자에 한하여 24P로 제출 
24P 출력방법 - 시퀀스를 24P로 변경 후 24P로 출력 
주의 - 출력 설정만 24P로 하여 출력하면 안됩니다 시퀀스를 24P로 변경 후 출력하세요 

 
사운드 포맷 

Image Sequence File 영상은 WAVE, AIFF, Linear PCM 등의 무손실 음향파일로 제출 

채널 

2ch, 5.1ch, 7.1ch 등 최대 16ch 

레이트 및 샘플사이즈 

48khz, 24 bit 또는 16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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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2019 
DCP제작을 위한 출품작품 출력 안내

사운드

GFSF 2019 출품작품 출력 안내



해외 출품작 자막 

SMI, SRT, XML 등의 기타 자막 파일 제출 

※ 해당 자막파일이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원어문과 영어가 병기된 텍스트 파일 제출 
※ 텍스트 파일 제출시 Time Code 포함 권장 
※ 텍스트 파일 종류 - Text, DOC, Excel 중 택1 

※ 국내 출품작은 영어 자막을 영상에 입혀서 제출 

작품 출품 문의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2019 사무국 

영화제 기획운영 매니저  나지경  010-4002-1365  plan@gfsf.co.kr 

출품작품 출력 기술 문의 

포스트핀  기술 상영실  

실장  김시춘  070-4402-2605  sichun@postfin.co.kr 

팀장  안상희  070-4402-2606  sanghui@postfin.co.kr 

DCP 제작 업체 

포스트핀 

상영장 수급 담당  안상희  070-4402-2606  sanghui@postfin.co.kr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 52, 지노빌딩 5층 (우:04781) 

※ 상영본을 위 주소로 제출해주시면 포스트핀에서 DCP로 제작하여 상영합니다. 
※ 기존 DCP형태의 상영본을 가지고 있으시면 DCP를 보내주세요. 
※ 온라인 제출 가능. 방법은 GFSF.co.kr 홈페이지 안내. 
※ 상영본 제출 완료 후 포스트핀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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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해외 출품작에 해당 

문의

상영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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