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관광정보 플랫폼 & 허브공간"을 위한 네이밍 공모전 안내

 서울의 매력을 함께 공유하고, 관광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서울관광 랜드마크 

‘서울관광정보 플랫폼 & 허브(HUB)공간’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위치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층수 1층, 4~11층

공간구성

•커뮤니케이션 거점  
•이노베이션 거점  
•인큐베이팅 거점  
•거버넌스 거점

서울관광정보 플랫폼 & 허브공간

시설개요

•서울 관광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교류하는 허브 공간 
•관광 스타트업과 협·단체 지원을 통한 관광생태계 육성 및 네트워킹 
•서울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플랫폼



1.  공모주제 : “서울관광정보 플랫폼 & 허브공간”을 위한 국/영문 네이밍 공모  

•서울 관광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교류하는 허브 공간    
•관광 스타트업과 협·단체 지원을 통한 관광생태계 육성 및 네트워킹  
•서울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플랫폼  

2.  응모자격 : 누구나 참여가능(외국인 포함)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가능(1인 최대 3작품)  

3.  공모일정 : 
•공고·접수 : 2020. 10. 12.(월) ~10. 26.(월) (15일간)  
•발표 : 2020. 11월 중(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국/영문 구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https://forms.gle/9oY4LB4J3zgmQW8H6  

5.  심사일정  
•1차 내부 및 전문가 심사 : 2020. 10. 28.(수) ~10. 30.(금) 
•시민 선호도 투표 : 2020. 11. 4.(수) ~11. 18.(수)  
•2차 전문가 심사(최종) : 2020. 11. 20.(금) 

6.  심사기준

기 준 심사 내용

적합성 비전 및 역할ㆍ 키워드 적합성

대중성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

상징성 서울관광정보 플랫폼 & 허브공간 네임의 상징성

창의성  상표권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물

구분 선정 상금 비고

대상 1명 1,000,000원
제세공과금(3.3%)는 
수상자 부담

우수상 2명 각 500,000원

가작 7명 각 100,000원

총합계 10명 2,700,000원

    ※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시상 
•시상방법 : 11월 중 비대면 시상(상장 및 상금 개별지급) 
•시상금 : 총 270만원(총 10개 작품)



8. 응모 시 유의사항 

•1인의 응모 횟수는 1회(최대 3작품)만 가능하며, 1인 1개의 작품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됩니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관광재단에 귀속됩니다.  

•응모작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작 발표 이후라도 타 공모전 수상
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최적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명칭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활용 과정에서 작품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의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공모진행 용도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내용의 공모안은 후보안에서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plazanaming@gmail.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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