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명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주제곡을 정해주세요!

이벤트 유형 þ 행사 전 이벤트       □ 행사 중 이벤트

이벤트 일정 이벤트 운영: 2022.05.16 ~ 2022.05.25 / 당첨자 발표: 2022.05.27

이벤트 기획안

□ 이벤트 목적

 - 박람회 인지도 제고

 - 박람회 활성화 및 홍보

□ 진행 및 참여방법

 [이벤트 1: SNS 공유 이벤트]

 1. 이벤트 공지 게시글 업로드(박람회측)

 2. 캡쳐한 게시글을 스토리 배경으로 사용(참가자측)

 3. 스토리 태그해야 할 것(참가자측)

  - 청소년박람회와 어울리는 주제곡

  - 청소년박람회 공식 계정

  - 청소년박람회를 함께 즐기고 싶은 친구

 4. 당첨자 발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DM 활용(박람회측)

 [이벤트 2: 틀린그림찾기 이벤트]

 1. 이벤트 공지 게시글 업로드(박람회측)

 2. 틀림그림찾기 참여 후 게시글 업로드(참가자측)

 3. 게시글 필수 첨부 사항 (참가자측)

  - 틀림그림찾기 정답이 표시된 이미지

  - 이벤트 및 행사를 함께 즐기고 싶은 친구 태그 (2명 이상)

  - 기본 해시태그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박이벤트 #청소년)

 4. 당첨자 발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DM 활용(박람회측)

□ 당첨자 선정 방법

 - 랜덤추첨기(https://prevl.org/service/dist/random-picker/) 이용

 -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첨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온라인 이벤트 기획(안)

□ 제출 조 : 01조(팀장: 전효림)

□ 이벤트 계획



□ 당첨자 선물

 -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선정

 - 이용이 쉽고 매장이 분포가 고른 프랜차이즈 매장(CU) 금액권

□ 예산(안): 총 300,000원 이내

산출내역 단가(원) 수량(개) 합계(원) 비고
CU 편의점 금액권 3,000 100 300,000

합계 - - 300,000 -

□ 기타(참고사항)

 - 친구를 3명 이상 태그할 경우, 추첨권 2개 부여 (이벤트 1, 2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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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사전이벤트를 진행합니

다.

[참여방법]

1. 본 이벤트 게시물 캡쳐

2. 캡쳐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아래 4가지를 태그해 스

토리 공유하면 완료!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계정 태그

 - 청소년박람회와 어울리는 주제곡 태그(음악 공유 기

능 이용)

  - 청소년박람회를 함께 즐기고 싶은 친구 태그

* 친구를 3명 이상 태그하면 당첨 확률 UP!

[일정]

이벤트 기간: 5월 16일(월)~5월 25일(수)

당첨자 발표: 5월 27일(금)

* 당첨자는 개별 DM으로 연락 예정

[상품]

CU금액권(50명)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이며, 문의

사항은 본 계정 DM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비공개 계정은 스토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

탁드립니다.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사전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방법]

 1. 뒷장의 이미지 (틀린그림찾기)를 캡쳐한 후 정답 5개 체

크

 2. 정답을 표시한 이미지를 새 글로 업로드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계정 태그

  - 청소년박람회를 함께 즐기고 싶은 친구 태그

 - 필수 해시태그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박이벤트, #

청소년)  포함

* 친구를 3명 이상 태그하면 당첨 확률 UP!

[일정]

이벤트 기간: 5월 16일(월)~5월 25일(수)

당첨자 발표: 5월 27일(금)

* 당첨자는 개별 DM으로 연락 예정

[상품]

CU금액권(50명)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이며, 문의사항

은 본 계정 DM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비공개 계정은 스토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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