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개최 안내 
 

 

 

 

2016 년 11 월 8 일 

평소보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11 월 21 일(월)~11 월 24 일(목)까지 개최 하는 '제 11 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방송 영상의 3 대 시장인 일본,한국,중국을 시작해 아시아 전역에서 교류, 대상국을 

확대하고, 아시아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개최개요＞ 

기 간 2016 년 11 월 21 일～24 일 

개 최 지 후쿠오카시 

회 장 그랜드 하얏트 후쿠오카 

참 가 자 시아 지역의 대표 인기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약 120 명 

※ 한국, 일본, 중화권 (북경, 상해, 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터키, 인도 등 

프로그램 개요 1. 영빈제 (11/21) : 개최지에 의한 Welcome Party 

2. 컨퍼런스(11 / 21-22) : 회의 참가자 (드라마 작가,제작자)에 의한 컨퍼런스 

3. BtoB (11/22) : 회의 참가자에 의한 상담(商談)회 

4. 로케이션 후보지 매칭 (11 / 23-24) : 로케이션 후보지가 될 수있는 관광지,명승지에 

방문해 참가자에게 소개를 실시, 드라마 촬영지화에 연결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풍문(헛소문)피해 지역 도 상정) 

올 해  수 상 자 일본 - 시상 : 배우 후지이 미나 



중국 - 시상 : 배우 Xu YaJun 감독 Yan JianGang 

한국 - 시상 : 배우 서인 국 감독 한 · 동화 

 

 

약 10 년 전 일본 방송 작가 협회 이치카와 신이치씨와 한국 문화 산업 교류 재단 (KOFICE)의 

신현택 회장이 의기 투합하여 아시아 드라마의 각본가와 제작자가 서로 힘을 합쳐, 아시아 전 지역에 

환영받는 드라마 만들기나 아시아를 헐리우드를 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써 발전에 기여 

하자는 명분하에 시작함.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활약하는 방송 

작가(각본가),프로듀서(제작자), 약 100 명에 의해 작품 방송과 의견 교환 등을 실시하는 국제 회의. 

방송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작년도(제 10 회)에서는 125 명 참가) 

 

작년도 개최 개요는 여기↓↓ 

URL：http://www.aie-kyushu.com/atdc2015/  

 

※ 영빈제 / 컨퍼런스 등에 참여, 취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건에 관한 문의} 

제 11 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사무국 (일반 사단법인 지역 기업 연합회 큐슈 협력기구 내) 

아시아컨퍼러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