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農心)을 가슴에 안고 농민(農民) 곁으로!”

  나주배원예농협
수신 :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배 신품종(신화, 화산) 포장재 브랜드 디자이너(업체) 공모

 대한민국의 배산업을 대표하는 나주배원협에서 배 신품종(신화, 화산)의 안정적 보급과 유통 
소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브랜드 디자이너(업체)를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배 신품종 브랜드 디자이너(업체) 공모

  - 나주의 문화와 정신이 깃든 신품종 배(신화, 화산)의 미래지향적 브랜드 개발에 참여할 

개성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업체)를 찾습니다.

   1. 공모내용 : 
    -.나주배 신품종(신화, 화산)배 브랜드 네이밍, 로고디자인, 포장재 디자인 
   2. 신청기간 : 2017년 6/12(월)~7/7(금)
   3. 신청자격 : 제한없음(전국)
   4. 선정대상자  시상금액 총 14,000,000원(2종*7,000,000원)
   5. 선정과정 

    -. 2017. 07. 07(금) : 공모신청마감
    -. 2017. 07. 14(금) : 신청업체 초청 나주배 신품종브랜드 개발 방향 설명회
    -. 2017. 08. 11(금) : 공모디자인 제출 마감(업체10곳 선정)
    -. 2017. 08. 18(금) :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1차(업체 3곳 선정)
    -. 2017. 09. 01(금) :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2차(최종업체 선정)
    -. 2017. 09. 08(금) :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3차
    -. 2017. 09. 15(금) :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4차(최종안 선정 2안)
    -. 2017. 09. 20(수) : 샘플제작완료
    -. 2017. 09. 22(금) ~ 10. 02(수) : 소비자 선호도 조사
    -. 2017. 10. 13(금) : 디자인 최종 선정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디자인 수정 및 프리젠테이션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나  주  배  원  예  조  합  장
시행 : 나주배(지도)2017 - 33 호   2017.6.12 접수 :   
우 520-170  전라남도 나주시 청동길 32 / 전화 061-334-2365 / FAX  061-332-2365
담당 : 지도사 이준현   (E-mail : dlwnsgus@nonghyup.com) / 공개구분 :  부서공유

   6. 신청방법 : 신청메일 - dlwnsgus@nonghyup.com

                신청 서류 :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우편접수)
                          -. 나주배원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najupear.nonghyup.com
                            2. 포트폴리오(메일, 우편접수 각 1부씩)
                          ※ 제출하신 포트폴리오 및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7. 문의사항 : 061-338-3720 (지도사 이준현), 전남 나주시 청동길 32
   8. 별첨 : 디자인예시, 공모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성명 소속 e-mail 전화번호(H.P)

대표자
주소 :

공동제작자

주소 :

주소 :

주소 :

 나주배 신품종(신화, 화산)배 포장재브랜드 공모 신청서

신청일자 : 2017년       월        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소속 부서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위 이메일 연락처

나주배원협 이준현 지도사 dlwnsgus@nonghyup.com (061)338-372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나주배원협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동의자(공모자)
                                        
                                           성명 :                    (인)
                                          
                                           2017년        월          일

나 주 배 원 협 조 합 장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나주배원협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주소), 이메일, 연락처(유선 또는 휴대폰)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나주배원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공모전 운영 관리
 - 복인확인, 제출된 작품에 대한 분류, 관련 문의 및 수상자 연락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
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10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시
   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나주배원협은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관련된 업무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디자인예시

배7.5kg상하형 규격 – 545-377-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