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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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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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사
삼성, 칼로커트, 르뮤, 뮤겐

미디어 파트너
FremantleMedia, Eurovision, Conten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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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행사 및 시상식 : 8월13일 ~ 9월10일 / 9월 8일 

장소
KBS 홀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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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2016: KBS 제작·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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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30 152 169 172 204 201 225 209 212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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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편
 

2016년 최초 참가국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페루

2016 지역별 출품 비율 및 출품작 수

유럽
102편(38%)

아시아/중동
110편(42%)

오세아니아
9편(3%)

아메리카
44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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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부대행사
8월13일 ~ 9월10일

SDA 시상식
9월 8일 여의도 KBS홀

경쟁부문 수상자 및 초청인사 섭외
7월 ~ 8월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이 

지난 9월 8일 여의도에 위치한 KBS홀에서 진행되

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엄선된 전 세계드마

라, 개인에게 수상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유명 배우와 드라마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시상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칵테일파티 & 축하연

시상식 전야제로 수상자들과 함께 칵테일 파티를 진행하였

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수상자를 포함한 국내외의 유명인사

와 드라마 산업 전문가들이 교류 할 수 있는 축하연이 있

었습니다. 두 행사를 통해 드라마 산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TV영화제 & 셀렙시네마

SDA 출품작 중 엄선된 일부 국내외 드라마를 드라

마팬들과 함께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시청하고 배

우, 연출, 작가 등 제작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드

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을 통하여 TV드라마 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나라의 문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드라마뮤직 콘서트

올해는 KBS의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와 함께 

드라마 뮤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임태경, 린, 옴므, 장미

여관, 김동준, 송소희, 빅브레인 등 국내 실력파 가수들이 유

명 드라마의 OST를 재해석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공연과 다른 방식으로 음악 프로그램과 

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드라마뮤직콘서트 무대를 꾸몄습

니다.

SDA 2016 주요 행사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 시상식 

미니시리즈 최우수상 ‘Deutschland 83’  (독일) 장편드라마 최우수상 ‘육룡이 나르샤’   (한국)

단편드라마 최우수상 ‘Don’t Leave Me’  (프랑스) 시상자  고대영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장, 신민아

대상 ‘The Night Manager’   (영국) 코미디 최우수상 ‘Baskets’   (미국) 



여자연기자상 ‘Don’t Leave Me’  (프랑스) 
Samia Sassi

심사위원 특별상 ’Journey’  (호주)
Trudi-Ann Tierney, Muffy Potter, Mohamad Ghorbankarimi

한류드라마 남자연기자상 ‘태양의 후예‘  (한국)
송중기

아시아스타상 여자배우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Fujii Mina, Rebecca Rim, Nha Phuong Tran

아시아스타상 남자배우 (홍콩, 대만, 필리핀) 
Anthony Wong, Yihao Lu, Dennis Trillo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 시상식

남자연기자상 ‘Father’  (카자흐스탄) 
Azat Seitmetov



Yihao Liu (대만)

Anthony Wong (홍콩)

Fujii Mina (일본)

Samia Sassi (프랑스)

Burak Ozcivit (터키)

신민아 (한국)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 레드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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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ramaworld 미국 Entermedia Contents

매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고, 큰 인기를 얻은 해외 드라마 중 한 편을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비경쟁 부문 수상작으로 초청합니다.

역대 해외 초청작 (비경쟁부문)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 출품작 지상파 편성

채널 출품작 국가

KBS

Naked Among Wolves Germany

Woman Under Influence France

The American Letters Czech Rebublic

Hanna’s Decision Germany 

When Harvey Met Bob Ireland

Shades of Happiness Germany

Little Big Voice Austria

The Beginning of Time Mexico

Sabena Hijacking - My Version Israel

MBC

The Good Sister Canada

Starfighter Germany

We did it for the Money Gemany

Cross Fire Canada

SBS

The Self Lover Czech Republic

Houdini (2 episodes) U.S.A

First Response Canada

EBS
Grantchester (6 episodes) U.K.

Home Fires (6 episodes) U.K.

지상파 편성 출품작 리스트

지상파 방송 4사 (KBS, MBC, SBS, EBS)를 통해 서울드라마어워즈 해외 출품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드라마어워즈 출품작 지상파 편성은 시청자들이 TV를 통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매년 지상파 방송 4사에 편성되는 작품의 수를 늘려 국내 드라마 팬들에게 해외 
드라마 감상의 기회를 확대하고있습니다.  



2016년 본심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국내외 TV 드라마 전문가 7인

한국
유동근
·<가족끼리 왜 이래>, <정도전>, <무자식 상팔자>, <영웅시대>,

   <아내>, <명성황후>, <야망의 전설>, <용의 눈물>, <애인> 등 주연

·영화 <가문의 영광>, <어깨동무>,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등 주연

·제2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표창

·제25회 한국방송대상 남자탤런트상 수상

위원장

중국
Liang Lu

·스촨 라디오 & TV 프로그램 세일즈/수급 센터     

   국장 및 국제부 부국장 역임 

·스촨 TV 페스티벌  제2회~12회 국제 TV 

   프로그램 마켓 기획/운영 총괄 

·중국 TV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 다수 제작 

   관여 및 감독

·30개 이상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기획 및 

   감독: BBC 히스토리, Kapa TV, ZDF, DW 등

·SDA 2011 본심 심사위원

·국제에미상, 반프미디어페스티벌 드라마, 다큐

멘터리 심사위원

일본
Uesugi Tadatsugu

·NHK 글로벌콘텐츠개발부: NHK 드라마 국제마켓  

   홍보 및 글로벌 버전 재제작

·Future Family 2030’, ‘Princess Atsu’, 

‘Can You Speak English?’(언어교육 예능) 제작   및 기획

·NHK 드라마국(2002년)

·NHK 입사(1998년)

·미국 Emerson College 영화 전공

독일
Arndt Röskens

·주브라질 독일문화원 문화부장

·브라질 제작자 Zipper Producoes 대표이사

·브라질 리오 국제 영화제: 국제부문 선발위원회 

    회원, 프로그램 관리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 프로그램 구성, 기획 보조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단편영화제 심사위원, 상파울로 

   국제 단편영화제 선발위원회, Mix Brasil 필름 

   페스티벌 심사위원 등

한국
유수열

·MBC ‘웃으면 복이 와요’ 연출

·MBC 제작본부장, 춘천 MBC 사장

·로고스필름 사장, 미디어파크 프로듀서

·SDA 예심 및 본심 심사위원

· 서울대학교 불어과 

영국
Amanda Groom
·독립 컨설팅사 The Bridge 이사: 

    아시아-영어권 국가 공동제작 파트너 매칭, 기획,      

    편성 자금 확보

·영국 Sky Networks Channel Health 대표이사 및   

    편성 총괄

·Network of the World 컨텐츠 총괄

·영국 하원 디지털 미디어 정책 자문 세션 의장

·유럽 전반 포맷 기획/개발: 소니 픽쳐스 TV, BBC  

   TV, 프리맨틀 미디어 등

미국
Diego Suarez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 

   국제 영화/TV 제작 수석부사장: 글로벌 TV 콘텐츠 

   수급 및 국내외 개발/제작 

·Fox 21 텔레비전 스튜디오스 크리에이티브팀 상무

·Fox 텔레비전 스튜디오스 

  국제 편성 상무: 해외 제작사 시리즈 판권 수급 및 편성

·Fox 인터내셔널 채널스 이탈리아 제작 및 개발 부사장

·스페인 Boca Boca Producciones 언스크립티드 개발    

   및 제작 총괄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Cuatro Cabezas 

   총괄  프로듀서
·2010-2011 국제에미상 심사위원 



대외 홍보

웹 매거진

국내외 방송관계자,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 등 미디어 전

문가를 포함해 6,000여명의 독자들에게 발송되는 SDA와 

드라마 관련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친절한 프로그래머

SDA에 출품된 드라마 중 몇 편을 선정하여 간단한 줄거리

와 감상 포인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온라인 서포터즈

서울드라마어워즈 2016 관련 정보와 소식을 개인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SDA를 홍보하는 공식 온

라인 파트너

SDA Official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eouldrama

·페이지 Like 67,000



국내외 언론 보도
보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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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공모전 6 6

TV 영화제 
& 셀렙시네마 1 3 4

기자간담회 6 23 25 1 15 25 108 8 6 217

류이호 
시상식 참석 10 4 14

출품작 
지상파 방영 1 3 4

불후의 명곡
드라마 OST 특집 1 4 5

송중기, 신민아 
시상식 참석 4 1 2 3 20 24 1 55

시상식 결과 12 210 245 754 74 2,035 349 288 115 43 4,125

류이호 인터뷰 1 1 2 1 5

합계 4,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