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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등 방송콘텐츠 미주시장에 20억 수출

국산방송콘텐츠의미주시장수출이탄

력을받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원장송성각)은최근미국마이

애미에서열린 2016 NATPE Market &

Conference에서 168만 달러(한화 20억

원) 수출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고 11

일밝혔다

NATPE 마켓은 미주지역 최대 방송

콘텐츠 마켓이다 콘텐츠 진흥원은 이 행

사에서한국콘텐츠공개상영회를개최하

고 한국공동관을 운영 방송콘텐츠의 해

외판로개척을견인했다

이번마켓에서는 KBS MBC SBS CJ

E&M JTBC 등 국내 방송 5개사가 참가

해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북미 중

남미방송산업관계자들을대상으로드라

마 예능 다큐멘터리등한국방송콘텐츠

를소개하고수출상담을진행했다

특히 한국 콘텐츠 공개상영회 K

Content Screenings at NATPE 2016

에는 텔레문도 인터내셔널 멕시코 Tele�

visa 아르헨티나 Telefe 페루 Latina

콜롬비아 RCN 등중남미주요방송미디

어와넷플릭스 비키(viki) 투모로우스튜

디오등미국의주요콘텐츠산업관계자들

이참석했다

MBC는 멕시코 방송사와 드라마 화려

한 유혹 남자가 사랑할 때의 리메이크

계약을체결했고 SBS도 아빠를부탁해

포맷권리를미국에판매했다

미생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녀는

예뻤다 등 드라마도 미국 캐나다 브라

질 칠레 파나마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

아 푸에르토리코 에콰도르 등 중남미 전

역에 방영권 및 온라인 전송권이 판매됐

다

콘텐츠진흥원은이같은반응을미주전

역에서드라마한류가시작되는청신호로

보고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진흥단 김

영덕 단장은 한국 방송 콘텐츠가 그간

진입장벽이높아수출에어려움을겪었던

북미 지역과 빠르게 성장하는 중남미 시

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 방영권 거

래에서벗어나리메이크 포맷거래등다

양한 전략을 통해 해외 콘텐츠시장을 공

략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것이라고말

했다

올해로 53회째를맞은NATPE 마켓은

전 세계 방송콘텐츠 시장 가운데 가장 먼

저열리는행사로 북미 중남미시장을아

우르는 최대 이벤트다 방송 콘텐츠의 새

트렌드와 수출 전망을 가늠할 수 있어 국

내콘텐츠산업이겨냥하는대표적인전략

시장중하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너의목소리가들려미생 그녀는예뻤다

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 5개사

美 최대 방송콘텐츠 시장 참여

북중남미 방영권포맷 판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는 12일까지일본도쿄빅사이트국제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 2016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현지

바이어와농식품수출상담을한다

이박람회는일본슈퍼마켓업체단체인

신일본슈퍼마켓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

사로서 해외 16개국 124개사를 포함해 총

1918개사가 참여한다 일본 대형 유통업

체 바이어를 비롯해 8만5000여명이 찾는

일본최대규모의식품박람회다

통상 농식품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상

품내용규격 가격등을최종결정하기까

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

다 반면 이번박람회는최종결정자인유

통업체바이어와의직접상담을통해수출

주문이 바로 성사되는 현장 결정력이 크

다는특징도있다

올해는 한국의 비케이바이오 등 25개

업체가 참여해 고추장 등 한국식품 기초

조미료삼계탕 유자차막걸리등을선보

이고있다

aT 배용호 도쿄지사장은 이번 박람회

는일본전역의유통업체바이어가대규모

로 모이는 중요 행사라며 농식품의 일

본수출회복을위한시장개척활동을적

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본도쿄빅사이트국제전시장에서열리고있는 슈퍼마켓트레이드쇼2016에참가한aT한국식품관. <aT 제공>

aT 일본서 우리 농식품 수출 상담국내 25개 업체 참가

한전 올해 1조1600억 공사 발주

한국전력이올해 1조1000억원규모의

공사를발주한다

11 한국전력의 2016년발주계획에따

르면 공사는 도급액 기준으로 총 1823

건 1조1681억원이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는총 9건으로나타났다

이달 중으로 765㎸ 신중부변전소 토

건공사(225억원ㆍ이하 도급액)가 입찰

공고되는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6

개의공사가집행될예정이다

또 4월에만 구포대저 전력구공사

(250억원)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

선로 건설공사 1공구(496억원) 당진지

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북당진

신탕정(556억원) 등 3건이 발주 예정이

다

3월에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상 변전소 토건공사(113억원) 5월에

는 새만금비응 전력구공사(252억원)

가예정돼있다

하반기에는 세종로운니 전력구공

사(115억원) 인주불당 전력구공사

(149억원) 345㎸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공사(249억원)가 입찰공

고된다

또 50억원이상공사로는▲고령구

지 관로공사(70억원) ▲신옥천 변전소

345㎸ 용량부족차단기 대체공사(50억

원) ▲765㎸ 신중부분기 송전선로 건설

공사(76억원) ▲순천지사 리모델링(80

억원) ▲시랑분기 2차 전력구공사(75억

원) ▲나주 변전소 옥내화 토건공사(63

억원) ▲154㎸ 서강화 변전소 토건공사

(57억원) ▲전동면 청송리 수자원공사

10M21M 증설공사(58억원) ▲에너지

밸리센터 신축공사(85억원) ▲154㎸ 동

송도변전소토건공사(57억원)▲김포지

사토건공사(68억원)▲154㎸위례변전

소 토건공사(57억원) ▲반천분기 전력

구공사(80억원) ▲군산지사 통신공사

(50억원)▲154㎸도당변전소토건공사

(57억원) 등이포함됐다

한전은 상반기에 정부 조기집행 목표

638% 대비 58% 초과한 696%를발주

할계획이다

한편용역은 1158건에 7936억원이집

행된다 지난해 대비 건수(1186건)는 2

4%금액(9830억원)은 193%각각감소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남해상 변전소 등 1823건

흔히한여름에열리던백화점모피행

사가올해는 지각추위의여파로5개월

가량앞당겨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이례적으로 3층모피매장에서

겨울의꽃 모피라이벌전을진행한다

이백화점관계자는올겨울은초중

반 따뜻한 날씨로 인한 재고 증가와 후

반부뒤늦게찾아온혹한추위로모피를

찾는고객들이모피판매의끝물인12

월에도 꾸준히 신장하고 있다고 전했

다

실제롯데백화점광주점의모피신장

률은 지난해 12월 약 5%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각 한파와 폭

설이내린올해 1월 63%의높은매출신

장에이어 모피판매절벽시기라할수

있는 2월에도 19% 가까이 신장하는 등

때아닌특수를누리고있다

이번 행사는 진도모피 국제모피 박

성룡 모피 등 인기 모피 브랜드 상품을

최초판매가대비5070%할인판매한

다 행사 규모는 총 20억원 규모로 늦겨

울모피행사규모최대수준이다

대표 특가상품으로는 진도모피 블랙

패딩조끼 180만원 국제모피 마호가니

휘메일 재킷과 그레이 밍크재킷을 각각

190만원 박성룡 모피 밍크휘메일 재킷

189만원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롯데백화점광주점을찾은한고객이모피상품을살펴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변덕 날씨롯데百 모피 끝물 할인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