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애니메이션 해외방영지원 사업
배급지역, 국가, 작품 공모
2020. 5. 18
/ 국제방송교류재단 미디어협력센터

□ 공모배경 및 목적
ㅇ 한국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인지도 및 애니메이션 한류 확대를 위해 한국
애니메이션 미도달 국가에 대한 고품질 애니메이션 방영지원으로 한국 애
니메이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시장 개척

□ 사업개요
ㅇ 사업주최/사업주관
ㅇ 사업추진방향

-

: 문화체육관광부/국제방송교류재단

: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권을 구입하여 한류 미도달 지역에 무상 배급
대상지역 현지어 재제작 및 마케팅 지원
현지 국공영 방송사 및 플랫폼 사업자 방영 추진
사후평가를 통한 현지 방영효과 조사
재외공관 및 한국문화원 대상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 지원

□ 사업 추진 절차
방영지원 콘텐츠
후보작 선정

→

→

방영계약 체결
(현지 미디어)

현지 수요조사 등
사전 마케팅 활동

→

→

방영권 구매
(판권 소유자)

콘텐츠 전달 및 현지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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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어 재제작

성과 취합
(마케팅 정보공유)

□ 애니메이션 해외 방영조건
ㅇ (방영권 구매) 개발도상국 콘텐츠 판매가 기준 방영권 구매 협상
ㅇ (방영지역) CIS, 중동, 아프리카, 발칸,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 등
- 판권보유사 방영 희망 국가(배급지 외 지역은 21년 사업에 반영)
ㅇ (현지어 더빙) 기 더빙작 우선 구매 후 예산 범위내 현지어 더빙 재제작
·지역, 국가별 해외 TV콘텐츠 수용자 특성 반영

ㅇ (재제작본 사용) 배급국가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급자 사용 가능
ㅇ (방영효과) 방영협약체결 방송사 정보 및 현지 마케팅 정보 공유

□ 방영 추진 지역 국가 리스트 (* 재외공관 소재지)
구분

국가

CIS(12)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트
빌리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
메니아, 몰도바

중동 및
북아프리카
(16)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UAE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르완다, 우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영어권 아프리카 감비아, 나미비아, 남수단,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모리셔
(24)
스, 보츠와나,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에리트리아, 잠
비아
가봉,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기니, 니제
불어권 아프리카
르, 말리,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토
(19)
고,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발칸(8)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
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볼리바르, 멕시코, 볼리
스페인어권 중남미
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
(19)
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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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요청사항
1) 해외배급 유망지역, 국가, 콘텐츠 추천 의뢰
- 대상 : 제작사 및 방송사가 판권을 소유하고, 해외 방영지원에 적합한
애니메이션으로 최대 3편
- 기간 : 2020. 5. 18(월) ~ 5. 22(금) 18:00까지
2) 지원 방법
- 첨부한 양식 작성 후 서명, 스캔하여 이메일 회신
- 이메일 주소 : hkyun@arirang.com
3) 공모 문의 : 국제방송교류재단
미디어협력센터 윤현경 차장 / 02-3475-5043
백진영 사원 / 02-347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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