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MIZY, 캐릭터 공모전 참가 홍보 협조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는 2000년 5월 개관한 이래 청소년들의
문화 간 소통 능력을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3.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의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주도적, 창의적 이
해 제고를 위한 ‘MIZY,캐릭터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MIZY, 캐릭터 공모전
나. 대

다. 일

상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9 ~ 24세 청소년 개인 및 팀(*1999-2014년도 출생자)

정 : ‣ 접수기간 – 2022년 9월 25일(일)까지
‣ 최종발표 – 2022년 9월 30일(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라. 공모분야 : 미지센터의 상징적인 요소를 고려한 캐릭터
- 대중성을 갖춘 캐릭터
- SNS 및 온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캐릭터
마. 작품형태 : 캐릭터 기본형 1종 + 응용형 1종(총 2종)
바. 규

격 : 크기 A3 / 이미지(jpg/png) 파일
*수상작은 추후 원본 파일(ai, psd 해상도 300 dpi 이상) 제출

사. 시상내역 : ‣ 대

상 – 100만원 및 상장 – 1명/팀

‣ 최우수상 – 50만원 및 상장 – 1명/팀
‣ 우 수 상 – 30만원 및 상장 – 2명/팀
‣ 장 려 상 – 5만원 및 상장 – 10명/팀
아. 주

관 :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자. 주

최 : 서울시, 대산문화재단

차. 접수방법 : 공모전 안내문 내 첨부된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
(cami@mizy.net)으로 접수 *유의사항 내용 필독
카. 협조사항 : 공모전 웹포스터 온/오프라인 게시 및 학급별 홍보
타. 문

의 : 문화사업팀 070-4667-3773, cami@mizy.net

붙

임

1. MIZY, 캐릭터 공모

전 포스터 1부.
2. 공모전 공고문 1부. 끝.

수신자

★ 팀원

장, 상원여자중학교장, 서현중학교장, 성남동중학교장, 성남문원중학교장, 성남서중학교장, 성남여자중학
교장, 성남중학교장, 수내중학교장, 야탑중학교장, 양영중학교장, 영성여자중학교장, 영성중학교장, 은행
중학교장, 이매중학교장, 장안중학교장, 정자중학교장, 창곡여자중학교장, 창곡중학교장, 청솔중학교장,
태평중학교장, 하탑중학교장, 성일중학교장, 송림중학교장, 숭신여자중학교장, 풍생중학교장, 이우중학교
장, 도촌중학교장, 수진중학교장, 보평중학교장, 삼평중학교장, 운중중학교장, 판교중학교장, 낙원중학교
장, 신백현중학교장, 동광중학교장, 대원중학교장, 위례중앙중학교장, 위례한빛중학교장, 삼평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장, 창성중학교장, 고암중학교장, 남문중학교장, 덕계중학교장, 덕정중학교장, 덕현중학교
장, 동두천여자중학교장, 동두천중학교장, 보영여자중학교장, 삼숭중학교장, 생연중학교장, 신흥중학교장,
양주백석중학교장, 조양중학교장, 회천중학교장, 송내중앙중학교장, 옥정중학교장, 교문중학교장, 구리여
자중학교장, 구리중학교장, 금곡중학교장, 덕소중학교장, 도농중학교장, 동구중학교장, 동화중학교장, 마
석중학교장, 미금중학교장, 별내중학교장, 송라중학교장, 수동중학교장, 심석중학교장, 양오중학교장, 연
세중학교장, 오남중학교장, 와부중학교장, 인창중학교장, 장내중학교장, 장자중학교장, 진건중학교장, 진
접중학교장, 토평중학교장, 퇴계원중학교장, 판곡중학교장, 평내중학교장, 호평중학교장, 화광중학교장,
어람중학교장, 광릉중학교장, 예봉중학교장, 가운중학교장, 풍양중학교장, 주곡중학교장, 별가람중학교장,
한별중학교장, 천마중학교장, 갈매중학교장, 서울삼육중학교장, 남양주다산중학교, 현산중학교장, 목암중
학교장, 가람중학교장, 고양중학교장, 능곡중학교장, 대송중학교장, 대화중학교장, 한뫼초등학교장, 덕양
중학교장, 무원중학교장, 발산중학교장, 백마중학교장, 백석중학교장, 백신중학교장, 백양중학교장, 신능
중학교장, 신일중학교장, 오마중학교장, 원당중학교장, 일산동중학교장, 일산중학교장, 장성중학교장, 저
동중학교장, 정발중학교장, 중산중학교장, 지도중학교장, 한수중학교장, 행신중학교장, 호곡중학교장, 화
수중학교장, 화정중학교장, 고양송산중학교장, 풍동중학교장, 안곡중학교장, 풍산중학교장, 서정중학교장,
성사중학교장, 일산양일중학교장, 덕이중학교장, 신원중학교장, 고양제일중학교장, 도래울중학교장, 갈뫼
중학교장, 고천중학교장, 곡란중학교장, 군포중학교장, 궁내중학교장, 금정중학교장, 도장중학교장, 백운
중학교장, 산본중학교장, 수리중학교장, 용호중학교장, 의왕부곡중학교장, 의왕중학교장, 흥진중학교장,
당동중학교장, 당정중학교장, 모락중학교장, 부곡중앙중학교장, 덕장중학교장, 경안중학교장, 곤지암중학
교장, 광수중학교장, 광일중학교장, 광주중학교장, 남한중학교장, 신장중학교장, 탄벌중학교장, 경화여자
중학교장, 광주광남중학교장, 신평중학교장, 동부중학교장, 하남중학교장, 덕풍중학교장, 초월중학교장,
미사강변중학교장, 미사중학교장, 은가람중학교장, 위례중학교장, 신현중학교장, 윤슬중학교장, 매양중학
교장, 비전중학교장, 장당중학교장, 송탄중학교장, 청북중학교장, 평택여자중학교장, 평택중학교장, 포승
중학교장, 세교중학교장, 신한중학교장, 안중중학교장, 오성중학교장, 진위중학교장, 청담중학교장, 태광
중학교장, 한광여자중학교장, 한광중학교장, 효명중학교장, 현화중학교장, 은혜중학교장, 안일중학교장,
이충중학교장, 도곡중학교장, 청옥중학교장, 라온중학교, 여주제일중학교장, 강천중학교장, 상품중학교장,
여주여자중학교장, 여주중학교장, 이포중학교장, 점동중학교장, 흥천중학교장, 대신중학교장, 세정중학교
장, 여강중학교장, 창명여자중학교장, 세종중학교장, 금릉중학교장, 교하중학교장, 문산북중학교장, 문산
중학교장, 법원여자중학교장, 봉일천중학교장, 어유중학교장, 탄현중학교장, 파평중학교장, 광탄중학교장,
문산동중학교장, 삼광중학교장, 율곡중학교장, 지산중학교장, 파주중학교장, 금촌중학교장, 두일중학교장,
파주광일중학교장, 문산수억중학교장, 해솔중학교장, 동패중학교장, 한가람중학교장, 산내중학교장, 군남
중학교장, 대광중학교장, 백학중학교장, 연천중학교장, 전곡중학교장, 청산중학교장, 대경중학교장, 경북
중학교장, 갈월중학교장, 관인중학교장, 내촌중학교장, 삼성중학교장, 영북중학교장, 영중중학교장, 이동
중학교장, 일동중학교장, 포천여자중학교장, 포천중학교장, 동남중학교장, 송우중학교장, 가평북중학교장,
가평중학교장, 설악중학교장, 조종중학교장, 청평중학교장, 청심국제중학교장, 양수중학교장, 강하중학교
장, 국수중학교장, 양일중학교장, 양평중학교장, 지평중학교장, 청운중학교장, 개군중학교장, 단월중학교
장, 서종중학교장, 양동중학교장, 용문중학교장, 대월중학교장, 마장중학교장, 모가중학교장, 부발중학교
장, 백사중학교장, 설봉중학교장, 율면중학교장, 이천중학교장, 이천송정중학교장, 장호원중학교장, 효양
중학교장, 이천양정여자중학교장, 증포중학교장, 이천경남중학교장, 이천사동중학교장, 용인대덕중학교장,
용인신촌중학교장, 용인신릉중학교장, 언동중학교장, 성지중학교장, 현암중학교장, 용신중학교장, 손곡중
학교장, 구갈중학교장, 구성중학교장, 기흥중학교장, 나곡중학교장, 남사중학교장, 대지중학교장, 모현중
학교장, 문정중학교장, 백암중학교장, 송전중학교장, 상갈중학교장, 상현중학교장, 서원중학교장, 성복중
학교장, 수지중학교장, 신갈중학교장, 소현중학교장, 이현중학교장, 용동중학교장, 용인중학교장, 원삼중
학교장, 정평중학교장, 죽전중학교장, 포곡중학교장, 태성중학교장, 헌산중학교장, 홍천중학교장, 영문중
학교장, 초당중학교장, 용천중학교장, 용인백현중학교장, 보라중학교장, 고림중학교장, 동백중학교장, 청
덕중학교장, 흥덕중학교장, 용인한빛중학교장, 성서중학교장, 상하중학교장, 신봉중학교장, 어정중학교장,
서천중학교장, 한숲중학교장

한지혜

팀장

유지원

소장

09/01

전성우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립청소년문화교
( 2022. 9. 1. )
류센터-2144

우 04628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전화 070-4667-3773

/전송 027557057

접수 광주중학교-10811

( 2022. 9. 2. )

/ www.mizy.net
/cami@youth.seoul.kr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