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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콘텐츠 마켓 SPP2021 참가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서울애니메이션센타(SBA)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웹툰, 게임, 1인 미디어
분야의 프로듀서, 방송사, 배급사 및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국제콘텐츠마켓 SPP2021을
7월 12일 ~ 7월 30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3. B2B 콘텐츠 마켓인SPP(Seoul Promotion Plan)는 지난해 34개국에서 619
개 기업이 최고의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신규 아시아 프로젝트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하였
으며 금년에는 비즈매칭, AAA(아시아 애니메이션 얼라이언스), 이그나이트(Global
Ignite) 및 K-pitches for Hollywood로 4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SPP2021 주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
체는 적극 검토 하여주시기 바라며 6월 30일까지 SPP로 신청(070-5165-7525 /
이혜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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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프그램
□ 비즈매칭(Biz Matching)
참가사(셀러/바이어) 간의 1:1상담으로, 시스템을 통해 사전 매칭된 셀러/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으로 콘텐츠 B2B 매칭 플랫폼 ‘SPP connect’의
자체 화상회의 툴과 통역 지원 서비스를 통해 미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에는 통역이 지원됩니다.
□ 글로벌 이그나이트(Global Ignite)
신규 프로젝트의 런칭, 제작발표회 등 귀사의 사업을 SPP 참가 셀러와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업 주도형 비즈니스 프로모션 이벤트입니다.

□ AAA(아시아 애니메이션 얼라이언스)
AAA는 ‘아시아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협의체’로 시장을 리드하는 방송사,
미디어사, 에이전시 등 업계 관계자가 모여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과
공동투자 등의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올해의 AAA에서는 아시아
각 국가별 신작과 마켓 현황에 관련한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K-피치 포 할리우드(K-Pitches for Hollywood)
국내 애니메이션, 웹툰 콘텐츠를 글로벌 SVOD형 OTT사, 채널사, 에이전시
대상으로 1:1 프라이빗 피칭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 참가신청 문의
ㅇ 행사문의 : www.spp.kr / 070-5165-6287 / 비즈매칭문의 : 070-5165-7525
(이혜경 : 010-9049-3181) / 이메일 : spp@s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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