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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드라마어워즈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소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서울드라마어워즈 2017’은 전 세계 TV드라마를 소재로 하는
축제의 장이며, 전 세계 드라마 및 방송인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입니다.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서울드라마어워즈는 한류 활성화, 건강한 국민 축제
문화 조성, 서울관광 마케팅 활성화, 전 세계 드라마 관계자간 화합 도모라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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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
필리핀 관광청, 뮤겐

미디어 파트너
FremantleMedia, Eurovision, ContentAsia, U.S. Embassy Seoul, French Embassy Seoul, Prensario International

파트너 페스티벌
상하이TV페스티벌, 도쿄국제드라마페스티벌, 스촨 TV 페스티벌

주요 행사 일정
·출품 접수 : 2월 ~ 4월
·시상식 : 9월 7일

장소
KBS 홀 (여의도)

시상식 방영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윤번제 생방송
·SDA 2017 : KBS 제작·방송 (2017년 9월 8일 24:00 녹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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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품 및 시상

2006년 이후 누적 참가국

2017년 출품작

76개국

266편

2017년 참가국

2017년 최초 참가국

55개국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2017 부문별 출품 비율 및 출품작 수

미니시리즈

단편

장편

코미디

135편 (51%)

64편 (24%)

45편 (17%)

22편 (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 수

29

32

33

37

43

37

45

48

50

48

51

55

출품작 수

105

130

152

169

172

204

201

225

209

212

265

266

·무료 출품 신청: www.seouldrama.org
·출품자격: 2016년 5월 1일에서 2017년 4월 30일 사이에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첫 방영 된 작품
·마감일: 2017년 4월 30일
·시상부문
I. 경쟁부문 (예심, 본심 심사를 거쳐 선정)

- 단편드라마, 미니시리즈, 장편드라마, 코미디
II. 비경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조직위원회에 의해 선정)

- 심사위원 특별상, 초청작, 아시아 스타상, 한류드라마상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일정
2월

3월
출품
2월 20일 ~ 4월 30일

4월

5월
예심

6월

본심

7월

경쟁부문 수상자 및 초청인사 섭외
7월 ~ 8월

8월

9월

SDA 부대행사
드라마뮤직콘서트, 셀렙시네마, TV 영화제
SDA 레드카펫 & 시상식
9월 7일 여의도 KBS홀

SDA 2017 주요 행사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은 지난 9월 7일 여의도에
위치한 KBS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엄선된 전 세계드마라, 개인에게 수상의 영광
이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유명 배우와 드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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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드라마를 여의도 한강
공원 물빛무대에서 상영, 서울시민을 포함해 드라마팬
들을 위한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한일본문
화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셀렙시네마를 공동 개최하
여 연출, 작가 등 드라마 제작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TV드라마 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나라의
문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드라마 뮤직 콘서트
KBS Cool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의 드라마
뮤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박정현, 조성모, 데이브레이
크, 장재인, 베이지 등 국내 실력파 가수들이 유명 드라마
의 OST를 재해석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번 드라마 뮤직
콘서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개방 콘서트로 진행되어 약
3,000여명 이상의 서울 시민과 드라마 팬들이 참여해 즐
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시상식

시상자 박정훈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SBS 사장), 김선아

대상 ‘This Is Us’ (미국)

미니시리즈 최우수상 ‘Please, Love Me’ (벨기에)

단편드라마 최우수상 ‘Redemption Road ‘ (독일)

코미디 최우수상 ‘Fleabag’ (영국)

장편드라마 최우수상 ‘The Slave Mother ‘ (브라질)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시상식

여자연기자상 ‘Detective Anna’ (러시아)
Aleksandra Nikiforova

심사위원 특별상 ’We Are One’ (대만)
Ann Lee

남자연기자상 ‘Heart of the City ‘ (터키)
Kerem Bursin

아시아스타상 남자배우 (인도, 필리핀, 태국)
Satyadeep Mishra, Gabriel Gabby Concepcion, Sukollawat Kanaros

한류드라마 남자연기자상 ‘구르미 그린 달빛 ‘ (한국)
박보검

아시아스타상 여자배우 (일본, 말레이시아)
Hyunri, Debbi Goh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레드카펫

Debbi Goh (말레이시아)

Sukollawat Kanaros (태국)

Hyunri (일본)

박보검 (한국)

Aleksandra Nikiforova (러시아)

Satyadeep Mishra (인도)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레드카펫

Gabriel Gabby Concepcion (필리핀)

신동엽, 김정은 (한국)

Ann Lee (대만)

박보영 (한국)

Kerem Bursin (터키)

한은정 (한국)

역대 해외 초청작 (비경쟁부문)
매년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해외 드라마 중 한 편을 수상작으로 선정
역대 수상작
연도

작품명

국가

출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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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Mozart in the Jungle S3

미국

Sony Pictures Television HK Limited

2009

서울드라마어워즈 2017 출품작 지상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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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에 편성되는 작품의 수를 늘려 국내 드라마 팬들에게 해외 드라마
감상의 기회를 확대하고있습니다.

역대 출품작 지상파 편성 현황
채널

KBS

MBC

SBS

EBS

출품작

국가

Heaven Sent

U.S.A

The Boy Who Wants to Live

Germany

Little Big Voice

Austria

The Beginning of Time

Mexico

Sabena Hijacking - My Version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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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thard (2 episodes)

Switzerland

Cross Fire

Canada

The Good Sister

Canada

Starfighter

Germany

We did it for the Money

Gemany

Box 27

France

The Glassblower

Germany

First Response

Canada

The Self Lover

Czech Republic

Houdini (2 episodes)

U.S.A

Victoria (8 episodes)

U.K.

Home Fires (6 episodes)

U.K.

Grantchester (6 episodes)

U.K.

2017년 본심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국내외 TV 드라마 전문가 7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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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ynthia Fenneman
· American Public Television CEO & 회장
· Discovery Health Channel(디스커버리 헬스 채널)
개발팀 프로젝트 총괄
· A&E, PBS, APT 제작 총괄
· New Hampshire Public Television(뉴 햄프셔 공영 텔레비전)
방송 디렉터 및 국내 배급 프로그램 제작 총괄
· 필라델피아 KYW-TV 국내 배급 프로그램 제작 총괄
· 샌 프란시스코 KPIX-TV 일일 토크쇼‘
People Are Talking’ 프로듀서
· 볼티모어 WJZ-TV 뉴스 스포츠 특집 제작 및
야간/주말 뉴스 작가
· 서울드라마어워즈 2012 본심, 국제 에미상,

핀란드
Liselott Forsman
· 핀란드 공영방송 YLE 국제 드라마 제작 총괄
· EBU(유럽방송연맹) Fiction Experts Group 총괄
· Nordic Film & TV Fund 핀란드 이사회 회원
· Northvision Drama Group(연간 TV 드라마 400+시간
공동제작) 회원
· YLE 행정 및 창작/제작 업무
- 라디오 픽션, 실험 연극 등 극본 집필
- 크로스오버, 문화, 예능, 드라마 제작
· INPUT(세계공영TV총회) TV 픽션 부문 사회자
· INPUT, Rose d’Or, 국제 에미상,

일본
Masuda Shizuo
· NHK 드라마국 프로듀서 및 연출
· NHK 드라마 Beauty and the Fellow, 64,
Hanako and Anne, Yae’s Sakura,, First Love,
Sunshine 연출 및 극본 개발
NHK
특집 다큐멘터리 ‘Following the money:
·
Path of the Isahaya Bay reclamation project 연출,
라디오 드라마 ‘Bird’ 기획
·NHK 지역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지역 드라마
조연출, 음악 프로그램 무대 연출

C21 International Drama Awards 심사위원

반프월드미디어페스티벌 등 심사위원

한국
유수열
·MBC ‘웃으면 복이 와요’ 연출
·MBC 제작본부장, 춘천 MBC 사장
·로고스필름 사장, 미디어파크 프로듀서
·SDA 예심 및 본심 심사위원
· 서울대학교 불어과

영국
Jennifer Batty
· RTL CBS ASIA 프로그램 편성 전무이사
· 싱가포르 RTL CBS ASIA 컨텐츠 편성 부사장
· 독일 RTL Group 콘텐츠 및 지역 컨설턴트
- 아시아 지역 방영 콘텐츠 총괄
- 싱가포르 신규 채널 및 미디어 벤처 총괄
· Star TV 편성 및 채널 개발 부사장
· Viasat Broadcasting 유료 TV 편성 총괄

대만
Isabelle Wu
· 국립 대만예술대학 영화부 학과장
· Shi-Shin University 조교수
· 금마장 시상식(The Golden Horse Film Awards),
타이베이 영화제, 타이베이 디지털 디자인 어워즈,
국립 대만 미술상 등 심사위원
· Golden Lion International Student Film Festival 큐레이터

대외 홍보

웹 매거진

친절한 프로그래머

국내외 방송관계자,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 등 미디어 전

SDA에 출품된 드라마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짧은 줄거리와

문가를 포함해 6,000여명의 독자들에게 발송되는 SDA와

감상 포인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드라마 관련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SDA Official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eouldrama
·페이지 Like 67,196
·페이지 팔로워 66,838
·SDA 드라마, 홍보 영상, 사진, 이벤트 업로드
서울드라마어워즈&드라마 팬과의 소통의 창구

국내외 언론 보도
보도현황
구분

방송

본심 진출작 공개

4

통신사 일간지 영자신문 경제지 스포츠지 온라인
17

드라마
뮤직콘서트
노미네이트작
지상파 편성

3

1

시상식 결과

10

177

합계

8

1

2

1

312

29

8

19

132

외신
9

24
1

1

368

486

1687

285

종합지 지방지
3

기타

합계

13

214

3

30

1

7

82

275

3,711
3,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