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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STIVAL REBORN

HISTORY

This year, the Se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eturns for a 10th year in Korea’s capitol. The 
original incarnation fell victim to hard times in 
2008, but SIFF is back & better than ever.

Born as SENEF (Seoul Film and Net Festival) in 
1999, the original SIFF ran for 9 seasons, attract-
ing more than 30,000 people to the city to cel-
ebrate hundreds of films.

A decade of Se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be marked by a week-long celebration of 
films, filmmakers, and the people that love 
them. It will span across the city and feature 
international showcases, industry panels, 
social events, cultural exchanges, and a lot of 
really good movies.

SIFF 2019 will award prize packages in twelve 
categories, including Best Feature, Best Docu-
mentary, Best Short, Best Screenplay, and Best 
Performance. These and the coveted Audience 
Award will be presented at the Awards Night 
Celebration.

We look forward to partnering with your 
company to ensure the festival will be worth 
the decade-long wait.

역사

2008년 경제위기의 희생양이었던 서울국제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IFF)가 올해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서울영화네트축

제(Seoul Film and Net Festival, SENEF)라는 이름

으로 1999년에 태어난 서울국제영화제는 경제위기로 

인한 중단 전까지 총 9회 동안 개최되어 매년 3만명

이 넘는 사람들이 수천 편의 영화를 기념하는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졌지

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서울국제영화제는 영화와 영화감독,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기념하는 일

주일 간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국제 

쇼케이스, 산업 판넬, 소셜 행사, 문화 행사, 아주 훌

륭한 영화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국제영화제 2019는 대상, 다큐멘터리상, 단편영

화상, 각본상, 연기자상 등 12부문에 시상을 하게 됩

니다. 각 부문의 상과 관객상은 시상식 밤에 전달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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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RN METROPOLIS
현대 메트로폴리탄, 서울

Seoul is the capital and largest city in South 
Korea. The official name of the city is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 Seoul is home 
to 25.6 million people – the 5th most popu-
lous in the world. Seoul’s population density is 
almost twice that of New York and eight times 
greater than Rome. It is the 4th largest metro-
politan economy in the world.

Fashion- and technology-forward but also 
deeply traditional, this dynamic city mashes 
up temples, palaces, cutting-edge design and 
mountain trails, all to a nonstop K-Pop beat.

서울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지난 50년 만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 10위에 오를 만

큼 성장했으며 두 번째로 큰 도시 면적을 자랑합니다.

한 때 커다란 매립지에 불과했던 557,000 평방 미터의 

공간은 현재 각종 방송, 영화 제작, 게임, 통신사, 케이블 

채널,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강의가 태어나는 서울 디지

털미디어시티가 되었습니다. 133층에 달하는 디지털미디

어시티 건물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TOURIST DESTINATION
서울의, 소울

Last year, more than 13.5 million foreign 
tourists visited Seoul. The Seoul Capital Area 
contains fiv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Changdeok Palace, Hwaseong Fortress, 
Jongmyo Shrine, Namhansanseong and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Dongdaemun Market is Korea’s largest 
shopping district with more than 30,000 fash-
ion shops and 50,000 manufacturers open 
24-hours a day. The Dongdaemun Design 
Plaza with a distinctively neofuturistic design 
is the centerpiece of the shopping district.

작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50만명 이상

으로 역대 최다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

울에서 지출한 경비는 서울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금액

입니다.

서울과 근교 도시들로 연결되는 인천국제공항은 꾸준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뻗은 고효율 시설인 인천공항은 골프 코스, 스케이트 

링크, 한국문화박물관, 카지노, 고급 스파, 식당 등의 시

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AN ENTERTAINMENT HUB
세계적 관광명소, 서울

Among the major entertainment markets, 
South Korea consistently ranks among the 
top. The domestic market stands at KRW 
72.12 trillion (USD 61 billion), increasing by an 
average of 4.7 percent annually since 2005. 

The global market for K-POP culture is 
massive. According to Forbes, in 2018, the 
popular music group BTS alone generated 
USD 3.6 billion for the Korean economy.

한국은 지리적으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유럽, 북

미, 아프리카 등 지역이 강세를 보이는 문화 컨텐츠 시

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4.7%씩 성장하여 

현재 72조1천2백억원에 달합니다. 2016년에 히트를 쳤

던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벌어들인 수입은 국내 

경제에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2014년 작품인 ‘별에서 온 그대’의 수입은 

33억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THE SOUL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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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 MAKE IT POSSIBLE
Supporting the 2019 Se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rectly aligns your business with a community-focused arts organization that boasts a 
strong regional and growing international national presence. By investing in this important cultural event your company, no matter what size, 
joins our mission to create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audiences of all ages to learn and grow.

Our rich set of events and activities offers your company the perfect exposure to a valuable and diverse group of consumers, tourists, and com-
munity leaders. Please find our 2019 sponsorship benefits and levels below.

Sponsorship opportunities include:

• Connecting your company to a specific film or film series that promote your brand identity;
• Presenting one of the Festival’s high profile events or parties;
• Supporting one of our many cultural programs that engage passionate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 And more! All sponsorship packages are customized to match your company’s particular objectives and priorities.

후원이 서울국제영화제를 만듭니다

서울국제영화제 2019 후원은 귀하의 기업이 지역적,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예술 행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행사에 투자하

신다면 기업의 크기를 막론하고 전연령층의 관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저희 서울국제영화제의 미션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영화제의 풍부한 행사와 활동은 귀하의 기업에 다양하고도 가치 있는 소비자, 관광객, 지역사회 리더들에 노출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

니다. 2019 후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후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특정 영화나 영화 시리즈와 기업 연결

∙ 열정적인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여러 문화 행사 중 하나 후원

∙ 모든 후원 패키지는 귀하의 기업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 기획이 가능합니다.

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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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artner
25,000,000 KRW

1 AVAILABLE

• Co-branding the festival. “XX Presents the 
2019 Se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Logo on VIP gift bags, tickets, voting app 
splash page, festival badges/lanyards, red 
carpet backdrop, posters/banners. 

• 60-second commercial spot before all fea-
tures. 

• Two-page spread in festival program. 
• 12 VIP festival passes, 24 screening passes. 
• 24-hour “Social Media Takeover”.
• Exhibitior space at IndieSpace

Official Partner
10,000,000 KRW

5 AVAILABLE

• Co-branding the festival. “XX Presents the 
2019 Se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Logo on VIP gift bags, tickets, voting app 
splasLogo on filmmaker and media gift 
bags, festival badges/lanyards, red carpet 
backdrop, posters/banners.

• 30-second spot before all features and 
shorts blocks. 

• One full page ad in festival program 
• 6 VIP festival passes, 12 screening passes.
• 12 branded social media posts. 
• Exhibitor space at IndieSpace

Premiere Partner
5,000,000 KRW

9 AVAILABLE

• Logo on director’s  chairs at Q&As. 
• Banner inside/outside premiere cinema
• Branded Welcome Gift to visiting filmmaker 
• Meet & Greet with filmmaker
• 60-second spot before sponsored film 
• 6 VIP festival passes, 6 screening passes
• 1/4 page ad in festival program 
• 5 branded social media posts.

SPONSORSHIP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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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ty Partner
2,500,000 KRW

14 AVAILABLE

• Choice of branding one of the following: 
VIP Lounge (Fri, Sat, or Sun), Filmmakers 
Lounge (Fri, Sat, or Sun), Opening Night 
party, Festival Party, Awards Ceremony, 
Social Cinema event at IAS. 

• Catering options
• Banner outside Premiere Cinema
• 1/8 page ad in festival program
• 2 VIP festival, 4 screening passes

WiFi Partner
2,500,000 KRW

3 AVAILABLE

• Logo on Free WiFi login screen
• Network naming rights

Screening Partner
1,000,000 KRW

25 AVAILABLE

• Banner at entrance of a screening of your 
choice 

• 60-second commercial spot before spon-
sored feature

• 2 VIP festival 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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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 Partner
500,000 KRW

50 AVAILABLE

• 5 branded posts on Instagram, Facebook, 
and Twitter

• 2 VIP festival passes

Friend of the Festival
25,000 KRW

250 AVAILABLE

• Festival T-shirt
• 1 Screening pass

Custom Package
We can custom tailor a sponsorship package 
that meets the specific needs of your company. 

Please contact a member of the Sponsorship 
team: 
sponsors@seoulfilm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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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SPONSORS@SEOULFILMFESTIVAL.COM

TWITTER: @SEOULFILMFEST
FACEBOOK: SEOULFILMFESTI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