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PARADISE ART LAB

2022 파라다이스 아트랩
홍보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2022년 3월 3일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2022 PAL – 기본 정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창ᆞ제작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

작품 제작 지원

Theme

예술 영역 확장

관객 향유 확대

예술가창작활동 기회 확대
Theme 작품 제작 지원

예술 + 기술

관객에게
문화예술의

Art & Technology

신작/재창작 작품 지원

새로운 경험과 영감 제공
새로운 미래 제안

◼ Theme: Art + Technology 동시대의 기술(Technology)을 활용한 예술(Art)의 표현 확장
◼ 선정작: 총 10작품(가나다순)
작품명

Artist

난외 (欄外)

김준서X보라리

기원의 탑, 요술봉,그리고 우주

도로시엠윤

오, 리플리

박성준

㈜ 퍼펙트 패밀리

박혜수

하드포크

스튜디오 아텍

Reconciled Glory (화해한 영광) - Strayed Glory Series

장지연

Pediment Version
White out

카를로 코린스키 & 서수진

시그널

황준규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

IVAAIU CITY

urb.alt : organotopia 1

oOps.50656

◼ 공모부문: Installation Art / Media Facade / Performing Art / Audio Visual
◼ 지원혜택: 작품 별 제작비 최대 3천만원 지원, 페스티벌 참여, 통합 프로모션
◼ Process:
2021.07-08

2021.09

-2022.04

2022.05

작품 공모

심의 / 선정

제작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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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① 제안요청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에서 요청 및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③ 작성기간 중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기밀유지
①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② 당사의 허락 없이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발췌, 배포할 수 없음
③ 제안사의 기밀유출로 인해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안사에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3. 제안 접수 거절 및 무효
①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계약 이행시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제안 내용을 담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도 사정에 따라 일정의 변경 또는 입찰의 취소가 가능함

4. 계약
① 당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른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② 최종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 및 상호 협상 결과를 기초로 계약을 진행함
③ 계약체결시 금액 지불 조건 및 계약 세부 조항은 당사의 표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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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요청 사항
1. 2022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요
◼ 페스티벌 기간: 2022. 5. 20(금) ~ 5. 29(일) / 10일간 (예정)
◼ 장소: 파라다이스시티(인천시 영종도)

2. 제안 사업 개요
◼ 제안명: 2022 PAL 홍보 운영 파트너 제안
◼ 목적: 2022 PAL의 홍보
◼ 운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 예산: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원/ VAT 포함)

3. 제안 요청 내용 및 업무 범위
홈페이지

• 사전 참여형 홈페이지
• 페스티벌 기간 중 정보 제공용 홈페이지 / 종료 후 아카이브 홈페이지
• 미디어데이 운영 (일정 미정)
• 보도자료 작성(약 3회,

언론홍보

1회분은 영문버전) 그외 이슈 발굴 시 수시

자료 배포
• 아티스트 라운드 인터뷰 (언론사 약 10-15명)
• 행사기간 내 초청 (지면, 온라인, 보도국, 방송-교양/예능 포함)

커뮤니케이션
홍보

미디어 투어

오프닝 행사 전 후 (*기획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채널 셋팅, (4.1) 채널오픈, 매주 4일 이상 / 1일 1회 이상 컨텐츠 생성,

SNS 운영

페스티벌 기간내 1일 2회 이상 컨텐츠 생성, 광고 집행, 댓글, DM등
이용자 응대, 관리

온라인 광고
인플루언서

SNS 컨텐츠 광고 중심(인스타그램)
카카오, 네이버 메인/판, 네이버 블로그 광고
블로거, 유투버, 인스타그래머 체험단 홍보 (사전, 행사 오픈시)

4. 운영사 선정 및 진행 일정
1) 응모 자격
-신용상 문제가 없는 업체 (제3채권자 가압류 등 위험이 없는 업체)
-문화예술분야 페스티벌, 전시 등 행사 홍보 경험이 1회 이상인 업체
-파라다이스 아트랩 관련 전담인력 배치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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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방법
-제안서 서면 평가 입찰로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 순으로 협상

3) 제안서 평가 방법
수행실적

10점

전문성 역량(관련행사 경력, 최근 2년간 실적)

업체 역량

10점

회사 신뢰도, 재무 건전성, 인력현황

기획력

30점

사업 이해도, 홍보 효과성

행사 운영 능력

40점

예산의 적정성

10점

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진계획(인력구성, 수행능력),
운영 관리 적절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예산 구성의 적정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4) 진행일정
제안서 제출

3월 14일(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제안서 평가

제안서 내부 심사 및 인터뷰 평가

최종 선정 발표

개별 발표

5. 제안서 제출 및 주의사항
1) 제안서 및 첨부서류
-회사 소개서 1부
-제안서 1부 : MS PowerPoint 형식 ( A4 사이즈 / 맑은 고딕 폰트 / 흰색 기본 배경색 사용)
-가격산출표 1부 : MS Excel 형식 (업무범위 내역을 기본으로 작성/ 내역 추가 가능)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증명서 (or 내역)
※ 향후 선정된 업체 계약 시 법인 인감날인 절차 진행 예정

2) 저작권 관련
업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현함에 있어 제3자가 저작권 또는 기타의 권리는 주장하는 경우,
문화재단은 어떠한 책임의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및 문의
-제출마감 : 2022년 3월 14일(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이메일 (hanah@paradise.or.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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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양식 PDF 혹은 PPT로 제출
-기한 이후 제출 건 혹은 이메일 외 제출 건은 무효처리
-문의 : 문화사업팀 권한아 선임 / 02-2278-9854 / hanah@paradise.or.kr

4) 최종 납품물
■ 홍보 관련 문서, 파일 등 사업 수행 관련 제반 자료 일체(외장하드 형태)
■ 2022 PAL 홍보 결과 보고
- 기획 및 제작 실행 계획안(제안서)
- 제작물 일체 / 아카이브 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 사후 정산 보고서

6. 제안서 목차
1) 제안 개요
① 사업목표 및 범위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사업의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②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재하시고,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본 사업
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수행 부문
① 사업수행 체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
② 사업수행 방안
본 사업의 주요과업인 홍보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기
술
3) 사업관리 부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4) 회사 소개 및 인력 구성
기본적인 제안사의 소개와 함께 본 사업의 주요 과업과 관련된 경력을 제시하고 본 사업 참여 인
력 구성 제안과 인력의 경력을 기술
5) 운영 예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인력 및 기타 인력, 운영 예산을 제안
※ 제안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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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paradise-cf.or.kr | SNS: 인스타그램 @paradise_cultural_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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