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국제 2021 캐털리스트 콘텐츠 축제 (International 2021 Catalyst 

Content Festival)”에 초대합니다. 

 

Breakthrough Now Media 가 Catalyst Story Institute 를 대표하여 “국제 2021 캐털리스트 

콘텐츠 축제 (International 2021 Catalyst Content Festival)”를 최초로 개최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국제 콘텐츠 축제는 미국 국무부, TV 아카데미 (Emmys), 

Will and Jada Smith Family Foundation, Catalyst Story Institute 의 공동 후원하에 한국 

최고의 신작 시리즈 콘텐츠 제작자들을 발굴하는 최초의 한미 공동 콘텐츠 축제입니다. 

 

Catalyst Story Institute 는 2006 년에 설립되었으며 TV 와 디지털 콘텐츠의 변화와 발전에 

초점을 맞춘 미국 유일의 콘텐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Sony, HBO, Netflix, Fox TV 스튜디오와 같은 굴지의 미디어 회사의 리더들이 함께하며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2021 캐털리스트 콘텐츠 축제 (International 2021 Catalyst Content Festival)”는 재능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창의적인 경력을 쌓아 갈 발판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TV 시리즈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간의 

협업과 인적 관계 구축을 통해 한국 콘텐츠 시장을 넘어 국제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5 명의 한국 지역 결선 진출자를 선정하여 2021 년 여름 서울에서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관으로 열리는 지역 쇼케이스에서 결선 진출자들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또한, 

결선 진출자들은 미국 미네소타 (Minnesota) 주 덜루스 (Duluth)에서 열리는 2021 Catalyst 

Content Festival 에 초청을 받아 작품을 상영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페스티벌의 모든 결선 

진출자는 Sony, HBO, Netflix, Fox TV 스튜디오 등의 업계 전문가들과 회의 및 멘토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콘텐츠 축제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한국의 유능한 

콘텐츠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 콘텐츠 커뮤니티의 콘텐츠 개발자와 

제작자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semond Perdue and Elaine Kim 

Co-Directors, Breakthrough Now Media 
Catalyst Story Institute Korea Initiative 

https://www.breakthroughnowmedia.com/


        SUBMIT YOUR SERIES IDEA TO THE CATALYST STORY INSTITUTE 
 
등록 마감  

2021 년 3 월 31 일 오후 11:59 EST  

 

등록비 

무료 

 

등록 링크 

https://www.catalystories.org/storieroad-international  
 

결선 진출자 발표 

결선 진출자는 2021 년 6 월 30 일 예정 (개별 통보 후 홈페이지 발표 예정) 

 

등록 할 수있는 사람 

• 16 세 이상 (2007 년 이전 출생) 

• 독창적 아이디어를 지닌 콘텐츠  개발자, 제작자, 작가, 및 감독 

• 개인 등록 (단체 등록 불가) 

 

허용되는 콘텐츠 유형  

• 모든 장르, 길이, 스타일 및 유형의 내러티브 / 단편 형식/시리즈물 콘텐츠: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대본 기반 콘텐츠, , 비 대본 기반 콘텐츠, 다큐멘터리, 한정 시리즈, 소셜 

미디어 (SNS), 인플루언서, 짧은 형식 (15 분 길이 정도의 여러 에피소드를 담은 

프로젝트), "반 시간", "한 시간," 라디오, 팟캐스트, 리얼리티쇼, 토크쇼, 게임쇼, 

애니메이션, 웹툰, 어린이용 콘텐츠, 게임 콘텐츠, VR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등. 

• 프로젝트는 모든 개발 단계 (피치, 스크립트, 프로덕션 중에 있는 작품 또는, 포스트 

프로덕션 또는 완료 등) 의 작품이 등록 가능합니다. 

• Catalyst Content Festival 은 장편 영화가 아닌 시리즈물만 허용합니다. 

이전 당선작은 https://www.catalystories.org/selection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atalyst Story Institute 에 대한 추가 정보  

 

Catalyst Story Institute 는 귀사의 이야기를 업계에 알리고 경력 기회를 발전시키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회의, 워크숍, 세미나, 축제 및 사교 행사의 단계별 

경로입니다. 참가자는 Storieroad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에이전트와 계약하고, 

프로젝트를 판매하고, 경력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 텔링 및 제작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스토리는 두 가지 예술적 형식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1. 시리즈 형식입니다. 즉, 시청자가 여러 에피소드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스토리 

세계입니다.  또는,  

2. 영화 형식입니다. 즉, 한 번에 (일반적으로 3 시간 미만) 시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작, 중간 

및 끝이 미리 정해져 있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https://www.catalystories.org/storieroad-international
https://www.catalystories.org/sele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