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 2018 웹툰 어워드』 참가작품 공모
2018년 8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개최되는 국제 콘텐츠 마켓 SPP(Seoul Promotion Plan) 2018은
상업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IP활용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웹툰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SPP 웹툰 어워
드’에 참가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결선에 진출하는 프로젝트에게는 SPP 2018 행사장에서의 국내외 유력 바이어 대상 피칭 기회, 무인홍보
데스크 및 각종 홍보물 제작지원 및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의 공식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각 부문별 수상작에는 시상금과 트로피 및 각종 프로모션 기회가 제공됩니다.
※ 대상 : US $15,000 / 최고 기획상 : US $10,000 / 최고 창의상 : US $10,000

1. 모집개요
ㆍ모집작품: 2017년 1월 1일 이후 국내외 플랫폼에 연재되었거나 2018년 상반기 연재 예정인 웹툰(웹만화)
※ 1개사 혹은 1인이 여러 개 작품 응모 가능
※ 2017년 1월 1일 이후 연재가 시작된 작품, 2018년 상반기 연재 예정인 웹툰(웹만화)을
대상으로 합니다. 『SPP 웹툰 어워드』 는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매 해의 행사는 그
전년도부터 해당년도 상반기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모집장르: 장르 소재 제한 없음
ㆍ작품형식: 웹 스크롤 및 웹 페이지 형식 모두 가능
ㆍ참가자격: 작품에 대한 판권 권리를 소유하거나 혹은 협상권(결정권)을 가진 작가, 에이전시, 플랫폼 등
※ 작품에 대한 권리 관계 기재 필수

2. 공모접수
ㆍ접수기간: 2018년 4월 16일(월) ~ 2018년 5월 25일(금), 18시까지
※ 우편의 경우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마감 시간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접수방법
- 지원서·작품소개서: SPP 홈페이지(www.spp.kr) 혹은 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공지사
항 내 신청서 및 소개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우편/웹하드/이메일 중 1개 방법으로 접수
- 작품원고: 우편/웹하드/이메일 중 1개 방법으로 접수
(*상세내용은 3번 제출서류 참조)
ㆍ접수 및 문의처
- 우

편: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 서울애니메이션센터 2층 C203호 글로벌콘텐츠팀 (우:04628)
SPP 웹툰어워드 담당자(김연수 선임) 앞

- 이메일: sppwebtoon@sba.seoul.kr
- 웹하드: http://sbadisk.webhard.co.kr (아이디: sba507 / 비밀번호: 123456789a)
ㆍ문 의 처 : Tel) 02-3455-8363, Fax) 02-3455-8328, E-mail) sppwebtoon@sba.seoul.kr

3.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작품소개서 1부
③ 작품원고

제출방법

기타사항 (분량 등)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우편/웹하드/이메일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양식 다운로드 후 5페이지⋅3MB 이내로 작성 분량 준수
최소 3화까지의 원고 제출(3화 이상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 추후에 추가(보완)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음

4. 추진일정
ㆍ접수기간: 2018년 4월 16일(월) ~ 2018년 5월 25일(금), 18시까지
ㆍ예선심사 : 2018년 6월 22일(금) (예정)
ㆍ예선심사 결과 발표
- 2018년 7월 12일(목) 예정
- 개별연락, SPP 홈페이지(www.spp.kr) 게재
ㆍ결선심사 : 2018년 8월 21일(화) (예정)
ㆍ최종결과 발표 및 시상 : 2018년 8월 23일(목) SPP 시상식 개최 (예정)
※ 결선 진출작 특전
① SPP 행사시 바이어 및 투자자, 심사위원 대상 피칭 기회 제공
② 국내외 바이어와의 1:1 비즈 매칭
③ 홍보 리플릿 제작
④ 프로젝트 디렉토리 등
⑤ 해외 참가작에 한해 왕복 항공권 및 호텔 숙박권 제공

5. 심사방법
ㆍ예선심사
- 콘텐츠 제작사, 투자사, 창작자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심사위원 구성
- 제출된 자료 심사를 통해 10개 내외 결선 작품 선정
ㆍ결선심사
- 국내외 초청 제작사, 바이어, 투자사, 업계전문가 등 5인 내외로 심사위원단 구성
- 피칭을 통해 수상작 선정
ㆍ공통 평가 내역
- 기획의 우수성, 작품성 및 창의성, IP 활용 가능성 등 평가

6. 시상내역
ㆍ대상 (Grand Prize, 1개 작품 선정) : US $15,000
ㆍ최고 기획상(Best Planning) : US $10,000
ㆍ최고 창의상(Best Creativity) : US $10,000
ㆍ각 부문 상패 및 상장 지급
7. 참고사항
ㆍ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16일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