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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8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변화 

Seoul Business Agency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개요 

남산 

상암 



콘텐츠산업본부 조직 

우수  콘텐츠 핵심 IP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게임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 

업계/시민을 위한 

산업생태계의   

글로벌 메카 조성 

애니타운팀 

영상콘텐츠산업의  

후반작업 첨단기술지원  및   

1인미디어 산업 지원 

              콘텐츠산업본부 

아시아 대표 

콘텐츠 허브 마켓 활성화 및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콘텐츠육성팀 게임산업팀 미디어콘텐츠팀 글로벌콘텐츠팀 



SBA 원스톱 플러스 패키지  

·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SBA 유통센터운영팀) 

· 온라인 판로지원 및 해외 판로지원  

  (SBA 판로지원팀) 

· 하이서울브랜드기업 (SBA 강소기업팀) 

 

· IoT제품상용화 (SBA 산업혁신연구소) 

· 기술상용화지원 (SBA R&D지원팀) 

· 지식재산권 보호 (SBA 지식재산센터) 

 

· SBA 출자 콘텐츠펀드 (現156억, 350억) 

· SBA 출자 창업펀드 (現937억, 1000억) 

  (SBA 투자지원팀) 

· 그외 콘텐츠펀드, 창업펀드 
· 미디어/플랫폼/사업파트너 

· 국제콘텐츠마켓 SPP 

· 국내외 수출상담회 

· 해외 유력마켓 참가 

· 글로벌 배급 지원 

 

· 전시, 상영, 공연 

· 체험/판매공간 지원 

· 축제, 이벤트  

· 재미랑/재미로 연계 

 

· 우수 IP 발굴 육성 

 - 애니/웹툰/게임 등 

· 투자 네트워크 

· 원스톱 패키지 연계 

 

  

  

· 영상, 녹음 편집 

 - 애니,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 

· 뉴미디어 기술지원 

· 캐릭터 스튜디오 

· 파트너스하우스 

· 웹툰파트너스 

· 게임콘텐츠센터 

· 1인미디어파트너스 

   SBA콘텐츠산업본부의 원스톱 트랙을 강화하고, 대내외 협력자원을 연계 

※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가점제 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8조 

  -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 

 ➤ 지원내용 

  - SBA 콘텐츠산업본부 지원사업 참여시 정량평가 총점 한도내에서 각 3점씩 가점 부여  



SPP 파트너스 

수 요 공 급 

• 애니메이션 

• 웹툰/웹소설 

• 게임 

• 1인미디어 

• 캐릭터 

• 4차산업 기술기업 

• 기타 IP 부가사업 등 

• 창투사/엔젤투자자 

• 미디어/플랫폼 

• 배급ㆍ유통사 

• 퍼블리셔 

• 완구제조사 등 

통합 제작지원(45억원) 

후속투자 연계(150억원) 

비즈매칭(5,500건) 

SPP 파트너스 

  상설 B2B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서 투자의 수요-공급, 사업화를 연계하여 성과 활성화 

  

※ 후속투자 연계를 위한 콘텐츠펀드 출자 및 조성 (총 1,306억원) 

 ➤ 2017년 : 156억원 (유니온슈퍼아이피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 2018년 : 350억원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200억원 조성 예정) 

 ➤ 2019년~2022년 : 800억원 (예정) 



Ⅱ. 2018 주요 지원사업 

Seoul Business Agency 



1) 콘텐츠 통합 제작지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서울 소재 중소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콘텐츠기업 및 창작자 

1. 제작 / 투자 / 인큐베이팅 지원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콘텐츠 전분야 통합 제작지원 추진(32억, 60편 내외) 

제작관리 : ’18년 5월~12월경 

선정심사 : ’18년 5월, 8월경 

사업공고 : 분기별 상시 모집 

    (애니) SBA 콘텐츠육성팀  

     윤새미 선임 (02-3455-8367, saemi17@sba.kr) 

    (웹툰) SBA 콘텐츠육성팀  

     안지헌 책임 (02-3455-8362, ajh1205@sba.kr) 

      

    (게임) SBA 게임산업팀 

     정지윤 책임 (02-2124-2902, gabbeh@sba.kr ) 

    (기술) SBA 미디어콘텐츠팀 

     함종민 책임 (02-2124-2803, bulpeng@sba.kr ) 

 

구   분 분 야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편수 

 

공익 

투자형* 

 

애니 미디어(KBS, SKB 등) 공동 협력을 통한 TV/극장용 애니 발굴 2~3억 4편 

게임 퍼블리셔 연계 신기술활용(AR/VR) 등 게임 개발 지원 1억 3편 

전분야 애니, 웹툰, 게임 콘텐츠 대상 제작 지원 2~3억 3편 내외 

 

일반 

지원형 

애니 1인 신진창작자 발굴 :  단편 애니, 웹애니 발굴 및 육성 1~3천 20편 

웹툰 웹툰 에이전시, 플랫폼 연계 웹툰 제작지원 1천 10편 

게임 창의적인 인디/캐주얼 게임 제작지원 및 육성 2천 7편 

기술 영상, 음악, 게임 등 현물형 후반작업 기술지원 최대 9천 13편 

* 공익투자형 수익배분방식 개선 : BEP 경과시점으로부터 3년간 최대 200% 매출쉐어  



표준제안서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제안서 DB화 피드백 콘텐츠 IR 

투자유치 희망단계별 

투자제안서 표준양식 

투자/사업심사단  

밀착 검토 
검토의견 피드백 

우수 투자제안서  

IR 기회 제공 

  2) SPP 파트너스 프로그램 

  

IR 피칭 기법,  
노하우 등 

투자경쟁력,  
수익성 제시 등 

우수 기업  
IR 기회 제공 

빅바이어 대상 
1:1 상담회 

주요 인사 초청 
최신 트렌드 공유 

투자제안서 DB화를 통한 맞춤형 매칭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1. 제작 / 투자 / 인큐베이팅 지원 

회계, 재무제표, 
시장분석, 수익구조 

투자 표준제안서 
작성 멘토링 



3) 콘텐츠 인큐베이팅 지원 

[ 웹툰파트너스] 

- 입주대상 : 작가, PD, 프로젝트팀 등  

- 입주기간 : 1년(연장 1년 가능) 

- 모집시기 : 공석 발생 시 수시모집 

▪ 창작공간 : 18석 

▪ 협업공간 : 48석 

- 웹툰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  

- 웹툰산업 관계자간 네트워킹 공간 

- 웹툰 작가 지망생을 위한 멘토링 교육 등 

• 창작공간 : 18석 (창작자 입주지원) 

• 협업공간 : 48석 (공간 대관)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 입주공간 : 7실 30개사 (개방형, 독립형) 

- 입주대상 :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1인창작자, 예비창업자 등  

- 입주기간 : 1년 (연장 1년 가능) 

- 모집시기 : 2018. 2. 13(화) ~ 3. 7.(수) 

• 네트워킹공간 :  컨벤션홀, 중회의실, 입주기업 전용 회의실 등  

▪ 독립형 : 5실 ▪ 개방형 : 26석 

- 사업설명회, 런칭쇼, 네트워킹 파티, 시상식 등  콘텐츠 관련 기업 행사 대관 

    (입주기업, 콘텐츠기업‧콘텐츠 협회∙기관 대상 대관) 

※ 사용료 50%감액 : SBA 콘텐츠산업본부 고객기업(최근 3년내 제작지원‧마케팅지원‧ 

                           입주지원 기업 등) 및 콘텐츠관련 협회 

▪ 컨벤션홀 : 120석 ▪ 중회의실 : 30석 

1. 제작 / 투자 / 인큐베이팅 지원 

안지헌 책임 (02-3455-8362, ajh1205@sba.kr) 김성한 책임 (02-3455-8371, nathen@sba.seoul.kr) 



서울e스타디움 (2F, 12F~17F) 

e스포츠 대회 연중 개최, 

OGN 연계 방영 

e스포츠홍보관 (11F, 국비유치 조성 중) 

e스포츠역사관 및 전시체험관,  

시민참여 문화공간 등 

서울게임콘텐츠센터 (8F~10F) 

인디게임개발자 및 게임스타트업 육성, 

게임마케팅 및 건전게임문화 확산 

미디어콘텐츠센터 (5F~7F) 

영상콘텐츠 후반작업 기술지원, 

1인미디어 파트너스 운영 (스튜디오 및 협업공간) 

4)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서울 게임/e스포츠산업 거점 조성 ]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내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조성 

1. 제작 / 투자 / 인큐베이팅 지원 



5) 게임산업 지원 

•게임콘텐츠 진단 및 피드백 제공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S/W 지원 (포토샵, 일러스트 등)  

•QA 지원 (Fun QA, 기능 QA 등) 

•홍보 지원 

•네트워킹/멘토링 지원  

•  우수 콘텐츠 집중 추천 

   (모바일플랫폼 및 퍼블리셔 등) 
 

•  방송/1인 미디어 홍보마케팅 강화 

   (OGN 등) 

[게임콘텐츠 패스트트랙] : ‘진단→경쟁력강화 →집중지원’ 의 게임콘텐츠 신속 성장 지원 

1. 제작 / 투자 / 인큐베이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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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산업 지원 

[게임콘텐츠 개발 지원] 

•  차세대 유망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인디/캐쥬얼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  국내·외 마켓 참가 지원 : 차이나조이, 지스타, 서울 VR∙AR 엑스포 등 

•  ‘G-Rank 챌린지 서울상’ 운영 지원 (매월 1편) 

•  방송사 및 1인미디어 협업 홍보 마케팅 

[입주 및 인큐베이팅] 

•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입주공간 제공(3개층 70개사 규모) 

•  네트워킹공간(세미나실, 미팅룸, 로비 등) 제공 

•  S/W, 네트워킹, 멘토링, 홍보 등 지원 

[게임파트너스] 

•  게임업계 핵심플레이어(퍼블리셔, VC, 플랫폼 등)와 연계 협력 

•  네트워킹 기회(파트너스데이) 제공 

 

1. 제작 / 투자 / 인큐베이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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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스포츠산업 지원 

[e스포츠산업 붐업 지원] 

•  국내·외 e스포츠 선수, 팬, 시민이 함께하는 e스포츠 국제대회 ‘서울컵’ 개최 

•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 리그 개최 지원 (PSS(PUBG Survival Series) 베타) 

•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지원(본선개최 및 결선 선수단 운영) 

[e스포츠 인프라 활성화 지원] 

•  다목적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서울 OGN e스타디움’ 운영 지원 

  - 주경기장 800석, 보조경기장 200석 총 1,000석 규모 

•  ‘배틀그라운드’ 전용경기장 ‘서바이벌 아레나’ 운영 지원 

[시민 친화형 게임문화 확산] 

• 보드게임페스타 개최(연 2회) 

• 신기술 기반 게임문화 행사 개최 지원(인그레스 미션데이 등) 

• 민간 협력 게임문화 조성 프로그램 지원 

1. 제작 / 투자 / 인큐베이팅 지원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Rx8TCxu_YAhUEk5QKHTssBPMQjRwIBw&url=http://paxnet.moneta.co.kr/news/allView?currentPageNo=5&vNewsSetId=4864&articleId=2017091015021900643&genDate=20170910&objId=A2017091015021900643&psig=AOvVaw0SGQtO_idK3p049h_DXYRC&ust=1516847256202737


캐릭터스튜디오 

 1)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2. 기술 지원 

1999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기술지원실’로 시작 
2016년 상암으로 이전하여 

‘미디어콘텐츠센터’로 확대 
3개실,  

기술인력 3인 
12개실,  

기술인력 7인 

국내 애니메이션의 80% 이상 기술지원   영화·방송·음악·게임 등 지원분야 확대 
첨단장비 보강, 클라우딩 서비스 확대, 로케이션 지원  
시그라프 아시아 등 글로벌 포스트프로덕션 지향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기술지원 전문스튜디오 

영상편집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음악스튜디오 시사실 



 2) 중점 추진 사업 

 해외수출 및 디지털 파일 컨버팅 

 성우 더빙, 사운드 디자인 

 

 방송콘텐츠 제작사 

 DMC 소재 방송사 

 영화 제작/배급사 협업 

 시각특수효과 지원강화 

 음악  녹음 

 서라운드 믹싱 

 3D   원형제작 

 소량 복제 

색보정 
UHD/HDR 

디지털시네마
(DCP+시사실) 

3D사운드 
음악/레코딩 

원형제작 
3D 프린팅 

카카오플러스친구 
예약 및 상담 등 1:1 문의 가능 

2. 기술 지원 



   3) 현물 제작지원 

영상,음악, 게임 등 콘텐츠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창작활성화 지원 

서울시 소재 콘텐츠 제작사 및 감독, 창작자로 해당작품의 저작권자 

총 13편 

최대 9,000만원 
투자 
규모 

영상-음향-캐릭터 
융합패키지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 작업완료 
2018년도 내 최종 완성 
 
작품, 관련 홍보물에  
서울산업진흥원(SBA) 표기 
 
향후 진흥원의 사업홍보,  
공익목적의 콘텐츠 활용동의 

애니 영화 

다큐 

게임 음악 

웹드라마 

2018년 내 
제작 완료 
예정작 

지원
편수 

패키지 

2. 기술 지원 



   4) 1인미디어 산업 지원 

200팀(‘18.3월 공개모집) 

- 월 평균 3회 네트워킹 데이 개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매 격주 수요일) 
 

- 창작자~기업 매칭 및 공동 협업 등 

1인미디어 콘텐츠 연계 크리에이티브 포스 멤버십 1인미디어 네트워킹 데이 

- 창작자-기업 매칭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완구,애니,캐릭터 1인미디어 연계 

- 애니/키즈/뷰티/한류 등 140팀 1인 창작자팀  
- 창작자 육성 및 제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기술 지원 



   5) 협력 체계 확대 및 1인미디어 공간 활성화 

*쏠TV:서울시1인미디어 채널(TV)을 의미하는 간결한 명칭인 쏠(Solo, 혼자의)+TV 

쏠TV(SSOL TV)* 1인미디어 스튜디오/공동창작공간 1인미디어 체험관(dmc홍보관) 

2. 기술 지원 



 1) 국제콘텐츠마켓 SPP 2018 

- 행사일시 : ‘18. 8. 21.(화) ~ 8. 23(목) 

- 참가대상 :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 제작사 및 배급사 

-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웹툰 경쟁부문, 1:1 비즈매칭, 프로젝트 피칭 등 

3. 마케팅 및 배급 지원 

- 글로벌 트렌드 공유 컨퍼런스 

- 기업 주도 네트워킹 행사 이그나이트  

- 국내외 바이어와 1:1 비즈매칭 

- 투자유치를 위한 IR 행사 진행 

 

 

- 애니메이션∙웹툰의 두 분야 

- 현장 피칭 및 우수작품 시상 

컴피티션 & 어워드 Biz Networking & IR 컨퍼런스 & 이그나이트 

애니 컴피티션 웹툰 어워드 1:1 비즈매칭 콘텐츠 IR 컨퍼런스 이그나이트 

4월  5월  6월  
접수예정 접수예정 접수예정 이그나이트 비즈매칭 경쟁부문 

SBA 글로벌콘텐츠팀 / 정재선 책임 (02-3455-8366, jsjung@sba.seoul.kr )      김연수 선임 (02-3455-8363, kys47@sba.seoul.kr) 



    2) 국내외 마켓 참가지원 

- 모집기간 : 상∙하반기로 분할하여 연 2회(3월/8월) 신청접수 예정 

- 참가대상 : 애니메이션, 웹툰 등 제작∙배급사 

-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마켓 참가지원 

수출상담회명 장 소 개최시기 신청시기 지원방식 선정기업 수 분야 

ㆍ카툰커넥션 한국 서울 4월 23일~25일 접수 완료 상담테이블+비즈매칭 지원 100개사 내외 애니·웹툰 

ㆍ중국 수출상담회 중국 북경, 항주 6월 중 3월 중 상담테이블+비즈매칭 지원 15개사 내외 애니·웹툰 

ㆍ동남아 수출상담회 베트남, 인도네시아 11월 중 8월 중 상담테이블+비즈매칭 지원 15개사 내외 애니·웹툰 

마켓명 장소 개최시기 선정시기 지원방식 선정기업 수 분야 

ㆍ안시 MIFA 프랑스 안시 6월 11일~16일 3월 중 공동관 내 전용 상담 테이블 지원 10개사 내외 애니 

ㆍMIPCOM 프랑스 칸 10월 13일~18일 8월 중 참가배지+공용 상담 테이블 지원 10개사 내외 애니 

ㆍATF 싱가포르 12월 4일~7일 8월 중 공동관 내 전용 상담 테이블 지원 15개사 내외 애니 

ㆍ홍콩국제라이선싱쇼 홍콩 ‘19년 1월 7일~9일 8월 중 공동관 내 기업 개별 부스 지원 10개사 내외 캐릭터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KOTRA 협력사업) 

◈ 해외 유력 마켓 참가지원 

SBA 글로벌콘텐츠팀 / 정재선 책임 (02-3455-8366, jsjung@sba.seoul.kr )      김연수 선임 (02-3455-8363, kys47@sba.seoul.kr) 

*상기 일정 변동 가능 

3. 마케팅 및 배급 지원 

http://thenounproject.com/term/trekking/43600


3) 글로벌 배급 신설 

우수 국산 애니메이션ㆍ캐릭터 등 콘텐츠의 해외 배급 지원 

서울 소재 중소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제작 50%이상 및 완성 작품 중 10편 이내  

연 2회 배급지원 희망 작품 접수 예정(3월, 8월) 

    SBA 글로벌콘텐츠팀 : 김경덕 책임 (02-3455-8358, kdkim@sba.seoul.kr) 

비독점 세일즈 대행 계약(무상지원) 

ㆍ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세일즈대행-계약-정산-결과 리포트) 

ㆍ 브로슈어 제작(원소스 제작사 제공 후 편집 , 영문, 양면 1장) 

ㆍ 프로모션 영상 제작(원소스 제작사 제공 후 편집, 영문, 3분 이내) 

ㆍ 바이어 정기 메일링 후 개별 마켓 피칭 진행 

 신규 윈도우 피칭 기회 확대 

 - 뉴미디어 :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 신규시장 : 동남아 시장(홍콩/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ㆍ 라스베가스라이선싱쇼(LIMA)        

ㆍ 안시 MIFA 

ㆍ ATF 

ㆍ MIPCOM 

ㆍ 항저우애니메이션페스티벌(CICAF) 

3. 마케팅 및 배급 지원 



  1) New 서울애니메이션센터 

SBA 애니타운팀 여인기 책임  

02-3455-8305 / 2030gb@sba.seoul.kr 

4. O2O 마케팅 지원 

 

 



2) 애니타운 마스터플랜 

SBA 애니타운팀 여인기 책임  

02-3455-8305 / 2030gb@sba.seoul.kr 

4. O2O 마케팅 지원 

 

 

 POP-UP 갤러리 상상거리 상징물 설치 

상상오피스 

애니타운홀 애니콘텐츠팩토리 

캐릭터 퍼레이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남촌재생사업 

예장자락 재생사업 

서울로 7017 

서울역일대 도시재생계획 

NEW 

애니센터 

 

 

 



  3)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 조성 

1층 
 서울 카툰 라이브러리 

  - 서울을 대표하는 만화/웹툰/영상 기반의 문화공간 조성 

2층 

 캐릭터 기업 복합문화공간  

  - 국내 콘텐츠기업 테마공간 조성 

  - 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조성 시민과 관광객에게 캐릭터를    

    통한 체험과 교육,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 조성 

  - 국내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대  상  지 :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회현사거리 위치) 

층별 조성계획 

• 규      모 : 1층 524㎡ / 2층 1,147㎡  

• 조성기간 : 2018. 3 ~ 2018.7말 

• 추진방법 

      기본계획 

 전시설치 

용역공고 대체공간 

조성완료 
참여기업 

공간조성 
참여기업 

모집공모 

 전시설계 

제작설치 
~2월 

~3월 

3월 
~7월 

4월 
~7월 

~8월 

• 사업내용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연계 대체공간 확보 

  국내 대표 캐릭터 집적 및 라이브러리 조성  

4. O2O 마케팅 지원 

SBA 애니타운팀 김민주 책임  

02-3455-8316 / demokim@sba.kr 

SBA 애니타운팀 이윤재 책임  

02-3455-8314 / lyj0725@sba.kr 



4) 상상오피스 조성 

애니타운에 입주한 콘텐츠기업의 사무공간 ‘상상오피스’ 임대료 일부 지원 

기업집적을 통한 창작활동 → 애니타운 클러스터의 자생적 생태계 기반조성 

 

 · 대   상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창작·기획· 

              개발·제작·유통서비스를 행하는 기업 

 · 자   격 : 애니타운 내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기업 

 · 일   정 : 1차 – 상반기(3월중) / 2차 – 하반기(8월중) (예정) 

 · 내   용 : 선정기업 3개사 내외 대상 매달 임대료 일부지원 
 

SBA 애니타운팀 이혜영 선임  

02-3455-8311 / hae0a@sba.kr 

사업개요 

[애니타운 클러스터] 소파로 130, 126 및 퇴계로 20길 일원 

4. O2O 마케팅 지원 



5) 애니타운 파워콘텐츠 

 애니타운 일대(만화의거리, 남산 등) 관광객에게 즐거운  

 볼거리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파워콘텐츠 확산  

‧전문 디자인 용역사 선정 :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콘텐츠기업 선정 ‧매칭 : 공모를 통한 희망콘텐츠 기업 선정 
‧일정 : 대상지선정(~3월), 용역사 선정 및 기업모집(~4월) 
          현장설계 및 제작설치(5월~10월) 

추진방법 

[ 2018 애니타운 파워콘텐츠 조성] 

SBA 애니타운팀 이윤재 책임  

02-3455-8314 / lyj0725@sba.kr 

4. O2O 마케팅 지원 



6) 만화박물관 (재미랑) 

[ 재미랑1호 : 만화박물관] [ 재미랑2호 : 재미로 사쿤 ] [ 재미랑3호 : 리모델링 진행중 ] 

· 전시, 만화독서공간, 작가커뮤니티 

· 직접운영과 전문업체 콘텐츠 활용 

· 도깨비 캐릭터 ‘사쿤’ 갤러리 스토어 

· 공모를 통한 콘텐츠업체 선정 

· ‘18.3~4월 업체 모집 예정 

· 공모를 통한 콘텐츠업체 선정 

[ 재미랑4호 : 삼박자만화공방 ] [ 재미랑5호 : 창작문화공방 ] [ 재미랑6호 : 페나비캐릭터숍 ] 

· 삼박자 만화공방 체험 공방 

· 공모를 통한 콘텐츠업체 선정 

· 오픈형 창작공방(판매, 체험 등) 

· 공모를 통한 콘텐츠업체 선정 

· 국산 캐릭터 판매 및 만화체험  

· 공모를 통한 콘텐츠업체 선정 

4. O2O 마케팅 지원 



7)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가정의달 축제 & 캐릭터 퍼레이드  

가정의달 축제 (5.5.~7./3일간) 캐릭터 퍼레이드 (4~11월중 10회 운영)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만화/애니메이션 대표축제 및 캐릭터퍼레이드 개최 

시민, 관광객 대상 콘텐츠(캐릭터) 및 기업 홍보마케팅 효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상암 DMC 

서울로 7017 명동~애니타운 일대 

SBA 애니타운팀 이혜영 선임  

02-3455-8311 / hae0a@sba.kr 

-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애니시네마를 활용한 공연(뮤지컬, 마술쇼 등)  

- 다양한 이벤트, 캐릭터퍼레이드 등 부대행사 

- 서울명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캐릭터 퍼레이드 

- 캐릭터댄스, 브라스밴드 공연, 포토타임 등 

<2017년 캐릭터 퍼레이드 현장> 

<2017년 가정의달 축제 현장> 

4. O2O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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