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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은 전 세계 TV드라마를 소재로 
하는 축제의 장이며, 전 세계 드라마 및 방송인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화합이 장입니다. 
(사)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은 한류 활성화, 
건강한 국민 축제 문화 조성, 서울관광 마케팅 활성화, 드라마 관계자간 화합 도모라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적
전 세계 TV 드라마 산업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한 탄탄한 기반 구축

역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우수한 텔레비전 드라마와 문화 컨텐츠 소개 및 공유

주최 및 주관
(사)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 한국방송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KBS, MBC, SBS, EBS

미디어 파트너
FremantleMedia, Eurovision, C21 Media, ContentAsia, Prensario International

U.S. Embassy Seoul, French Embassy Seoul

파트너 페스티벌
상하이TV페스티벌, 도쿄국제드라마페스티벌, 스촨 TV 페스티벌

주요 행사 일정
·출품 접수: 3월 ~ 5월

·예심: 6월 / 본심 : 7월

·시상식 및 부대행사: 9월 (시상식: 9월 8일)
 

장소
KBS 홀 (여의도)

시상식 방영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윤번제 생방송

·SDA 2016: KBS 제작·방송 (KBS 2TV)
 

* 더 많은 정보는 서울드라마어워즈 홈페이지 www.seouldrama.org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드라마어워즈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소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 수 29 32 33 37 43 37 45 48 50 48 51

출품작 수 105 130 152 169 172 204 201 225 209 212 265

2016 출품 및 시상

2006년 이후 누적 참가국
73개국
 

2016년 참가국
51개국
 

·무료 출품 신청: www.seouldrama.org

·출품자격: 2015년 5월 1일에서 2016년 4월 30일 사이에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첫 방영 된 작품

·마감일: 2016년 5월 6일

·시상부문
I. 경쟁부문 (예심, 본심 심사를 거쳐 선정)

 - 단편드라마, 미니시리즈, 장편드라마, 코미디

II. 비경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조직위원회에 의해 선정)

 - 특별상, 한류드라마상

2016년 출품작
265편
 

2015년 최초 참가국
방글라데시, 알바니아, 페루

2016 지역별 출품 비율 및 출품작 수

아시아/중동아시아
19개국(37%)

유럽
23개국(45%)

오세아니아
2개국(4%)

아메리카
7개국(14%)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 일정

출품

3월 2일 ~ 5월 6일

본심

7월 4일 ~ 7월 15일

예심

6월 2일 ~ 6월 17일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8월

드라마 뮤직 콘서트 & 부대행사

9월 3일 (KBS 2TV), 9월 중

SDA 시상식

9월 8일 (KBS 2TV)

경쟁부문 수상자 및 초청인사 섭외

7월 ~ 8월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

서울드라마어워즈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세계 유수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함께 즐기며 TV 

드라마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전망하는 페스티벌로 

개최되었습니다.

홈커밍 파티

10주년을 맞이하여 ‘홈커밍’이라는 테마로 축하연이 진행했습

니다. 역대 수상자를 포함한 국내외의 유명인사들과 드라마 

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V영화제 & 셀렙시네마

SDA 출품작 중 엄선된 일부 국내외 드라마를 드라마팬

들과 함께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시청하고 배우, 연출, 작

가 등 제작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드라마의 진정한 의

미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주재

하고 있는 각국의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을 통하여 TV
드라마 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나라의 문화를 대중들

에게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글로벌 드라마 포럼 & 비즈매칭

국제 드라마 트렌드와 한류의 확산 방향을 토론하는 

글로벌 드라마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국내외 드라마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공동 제작의 기회를 찾

으려는 제작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창출할 수 있었습

니다.

SDA 10주년 주요 행사



2015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 

미니시리즈 최우수상 ‘미생 ‘  (한국) 김원석 장편드라마 최우수상 ‘Open Your Eyes’   (앙골라)
Renato Freitas

단편드라마 최우수상 ‘The Good Sister’  (캐나다) 
Philippe Gagnon, Ian Whitehead

시상자 안광한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장, 채시라 심사위원장

대상 ‘Naked Among Wolves’   (독일) Stefan Kolditz, Jana Brandt, Benjamin Benedict   



남자연기자상 ‘Black Money Love’  (터키) 
Engin Akyurek

아시아 스타 대상 (중국) 
Han-liang Zhong

개막 축하공연

특별상 ‘Chosen S3’ (미국)  
Milo Ventimiglia

한류 드라마 남자 연기자상 ‘조선총잡이 ‘ (한국)
이준기

여자연기자상 ‘The Self Lover’  (체코) 
Simona Stasova

2015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 



역대 수상작

연도 작품명 국가 출품사

2009
C.S.I.s 미국 Jerry Bruckheimer Films

Doctor Who S4 영국 BBC Worldwide Limited

2010 NCIS S7 미국 CBS Studios International

2011 The Walking Dead S1 미국 FOX International Channels

2012 Each Step Escape 중국
Shanghai Tang Chinese Films 

International Ltd

2013 Mistresses 미국 The Walt Disney Company

2014 Sherlock S3 영국 BBC Worldwide

2015 Midnight Diner S3 일본 Mainichi Broadcasting System, Inc

매년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해외 드라마 중 한 편을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비경쟁 부문 

수상작으로 초청합니다.

역대 해외 초청작(비경쟁부문)



2015년 본심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국내외 TV 드라마 전문가 7인

한국
최불암
·1967 KBS 드라마‘수양대군’데뷔

   수사반장, 전원일기, 제1공화국, 그대 그리고 나, 

   홍소장의 가을, 궁, 식객, 그대 웃어요 등 주연

·제5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제3회 서울드라마어워즈 올해의 스타상, 백상연극영화 예술상

·제18회 대종상 영화제 남우주연상

위원장

중국
Liping Wang

·상하이 문학 연합 주최작가 데뷔 20주년 기념 및

 중국TV시리즈 발전 공헌으로 공로상 수상

·<A Beautiful Daughter-in-law Era>, 

 16회 상하이 TV페스티벌 최우수 작가상

·<Green Tenderness>, <Mother-in law>,

 <Wife and Sister-in-law> 등

일본
Kentaro Horikirizono

·NHK 드라마국 선임 프로듀서 

·1991 NHK 입사

·이탈리아상(Prix Italia), Élan d¡¯Or 수상 ’The Vulture’

·ATP 상 수상 ‘Gaiji Keisatsu’

·Hoso Bunka Foundation Award 수상 

‘Taro’s Tower’

·Galaxy Award 수상‘Amachan’

프랑스
Michel Rodrigue

·FRAPA(국제 포맷 등록/인증 기구) 이사

·Entertainment Master Class(EMC) 공동 창립자

·TVA 제작 및 편성 상무

·프랑스 문화부장관 Jacques Toubon 문화훈장 수여

·2011 국제에미상 본심 심사위원

·2011 반프TV페스티벌 본심 심사위원

·2001-2003 몬테카를로TV페스티벌 본심 심사위원

한국
유수열

·서울대학교 불어학과 졸업

·MBC 웃으면 복이 와요 연출

·전 MBC 제작본부장, 춘천MBC 사장

·로고스 필름 사장, 미디어파크 PD

·전 서울드라마어워즈 예심 심사위원

독일
Bettina Brinkmann

·EBU 엔터테인먼트, 픽션 & 아트 부서 국장

·EBU 골든로즈상 미디어부 책임자 역임

·ZDF Enterprises(독일 공영 TV) 개발팀 국장

·주요 유럽 공동제작 총괄 및 컨텐츠 

   개발 & 구매 집행

미국
Marc Lorber

·HBO Central Europe 오리지널 편성 SVP & 제작 EP,

  드라마, 다큐, 코미디, 미니시리즈 제작 및 편성 총괄 

·Disney/ABC Int’l Television (영국) 포맷 컨설턴트

·Sony Pictures TV Int’l(러시아) 제작 컨설턴트

·러시아 인기 시리즈, 시리얼 특집기획 편성 총괄

·Barracuda Productions 제작 & 편성 컨설턴트

·국제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에미상) 이사회 위원



대외 홍보

웹 매거진

한국과 해외의 방송관계자,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 등 

미디어 전문가가 포함된 5,000여명의 독자들에게 발송되

는 뉴스레터

친절한 프로그래머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에서 SDA에 출품된 드라마 

중 몇 편을 선정해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온라인 서포터즈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 관련 이벤트를 추진하고 각자 운

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SDA관련자료를 게시해 

홍보하는 공식 온라인 파트너

SDA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eouldrama



국내외 언론 보도
보도현황

구분 방송 통신사 종합지 영자신문 경제지 스포츠지 무가지 온라인 외신 기타 합계

출품작 공개 1 2 1 6 3 13

심사위원장 /
본심진출작 공개 1 17 9 1 9 3 1 20 8 69

사전행사 / 
본심진출작 
지상파 편성

1 3 1 3 8

레드카펫 셀렙 공개 1 3 15 2 21

MC 김정은, 이동욱 1 1 4 3 9 11 29

시상식 결과 17 213 316 59 440 2 2,125 682 20 3,874

합계 4,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