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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마스코트「여니, 수니」Storytelling 공모

작성일 2009.07.01 16:51 등록자 김오심 조회수 111

 여니와수니 마스코트 탄생배경.hwp 329 hit/ 2.28 MB 다운로드 미리보기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5.12 ~ 2012.8.12(3개월)에 걸쳐 개최됩니다.

이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국내·외 마케팅 할 수 있는 박람회 공식 마스코트인「여니, 수니」를 개발하
고 
마스코트의 상징적 탄생 의미를 스토리화하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마스코트「여니, 
수니」Storytelling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09. 6. 15(월) ~ 2009. 7. 15(수) (1개월간)
○ 공모자격 : 제한 없음
○ 시 상 : 5명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
○ 시 상 금 : 16백만원 (최우수 10, 우수 3, 장려 1)
○ 응모요령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와 및 개최지(“여수”)의 특성을 반영한「여니, 수니」의 탄생 배경 및 활동을 
담은 순수창작물(심사기준 참조)
- 원고는 A4 용지 10매 이상～20매 이내, (200자 원고지 기준 50～100매)
- 원고는 출력본 2부와 원고 파일 1개를 접수하며 원고의 끝에 성명(본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H/P)를 명기하여야 함
-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귀속하고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원고마감
- 원고 마감은 2009. 7. 15(수)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하며 다만, 우편접수는 2009. 7. 15(수)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보낼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4F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수익사업과)
마스코트 스토리텔링 공모전 담당자 앞
- 접수물 : 원고 출력본 2 부, 원고 파일 1 부
※ 원고 파일은 Storytelling@expo2012.or.kr 로 송부

○ 발 표
- 2009년 7월 27일(월), 2012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

○ 기타사항
- 문의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02-740-4771～2
- 작품의 원본 출력본과 원본 파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접수된 원본 출력본을 기준으로 심사함

□ 심사기준
○ 상징성 / 적합성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와 및 개최지(“여수”)의 특성을 반영하고
- 박람회 마스코트「여니, 수니」의 탄생배경을 잘 나타낸 스토리
○ 창의성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국내인 또는 외국인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
○ 활용성 / 친숙도
- 박람회 주제 및 마스코트 표현 등 상징성 외에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고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스토리

붙임자료 : 2012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여니, 수니’ 탄생배경 1 부 끝.

2009년 6월 15일(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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