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명 청소년박람회 인스타그램 방탈출: 무인도를 탈출해라

이벤트 유형 ■ 행사 전 이벤트       □ 행사 중 이벤트

이벤트 일정 이벤트 운영: 2022.05.18 ~ 2022.05.25 / 당첨자 발표: 2022.05.30

이벤트 기획안

□ 이벤트 목적

 - 청소년박람회 행사 전 인스타그램 방탈출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박람회에 대

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박람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캠페인 

운영에 대해 알린다. 또한 방탈출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탄소로 인

한 지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여 캠페인 참여 의식을 

높인다. 마지막에 폼을 제출하기 위해서 청소년박람회 인스타그램 게시물

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박람회 활성화를 동조하고, 

관람객 모객을 강화한다.

□ 진행 및 참여방법

 1. 청소년박람회 방탈출 계정에 올라온 방탈출에 참여하여 문제를 푼다.

 2. 방탈출 해결 후 마지막에 나온 암호를 폼에 제출하면 참여완료

□ 당첨자 선정 방법(공정성과 투명성 중요!)

 - 선착순 별 차등 선정

 - (방탈출계정×)청소년박람회 계정 팔로우 확인, 탄소중립캠페인 게시물

좋아요 확인, 암호 정답 확인 후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상품 증정

□ 당첨자 선물

1등: 자전거

추첨: 스타벅스 텀블러 3인 

친환경빨대100개+커피쿠폰 5인 

- 삼천리자전거 케니아 22인치 7단 시티형 2022 / 194,000

https://www.sambamall.com/item/itemDetail.do?prdtCd=SBSA9414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온라인 이벤트 기획(안)

□ 제출 조 : 11조(팀장: 오은호)

□ 이벤트 계획



- 스타벅스 간편한 심플 콜드컵 / 22,000

http://kko.to/TzVWxrYVO

 - 친환경 사탕수수 빨대 50개입 / 1,500

https://smartstore.naver.com/babiglovy/products/4526368111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 4,500

http://kko.to/aZxiL2Psy

□ 예산(안): 총 300,000원 이내

산출내역 단가(원) 수량(개) 합계(원) 비고
삼천리자전거 194,000 1 194,000

텀블러 22,000 3 66,000
친환경 빨대(50개입) 1,500 10 18,000 배송비 3,000

커피 쿠폰 4,500 5 22,500
합계 - - 300,000 -

□ 시놉시스

                                              @bandy_escape

                                          

  ① ② ③

  ④ ⑤ ⑥  -> 사진 순서

  ⑦ ⑧ ⑨

1: 열매인건가? 먹기는 힘들겠지

2: -

3: 잎이 엄청 크다

4: 음? 뭔가 적혀져 있어 / (나무껍질에 적혀져 있는 글씨)save me

5: 지평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 떠밀려 온 걸까



6: 밑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7: 수풀 사이를 잘 찾아보면 뭔가 있을지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네

8: 내가 눈을 뜬 곳이야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겠지?

9: 뭔가가 있는 것 같아 / 편지 / <현실세계는 위험에 빠졌다. 반디는 우리를 

구할 영웅이다. 너는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인가? From. Earth>

*9번 게시물에 태그: @bandy_real

                 4번 두 번째 사진: 나무껍질 위에 글씨

                 *사진 위에 save me 글씨 편집

               

                

                 9번 두 번째 사진: 수풀 속 편지

                 

                 9번 세 번째 사진: 종이에 적힌 편지 내용

                 *사진 위에 편지 내용 편집

@bandy_real 



1: 울창한 숲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일까... / 숲이 파괴되어가는 사진

2: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금은 며칠일까.. 반디와 함께 가려고 했던

청소년박람회는 언제부터였지? 아.. ●월 ●●일.. 그전에 여기서 나가야해

3: 날씨가 이상해지고 있나? / 오존층으로 인한 온도상승 사진

4: 땅 상태가 너무 심각해보여 / 쓰레기가 가득한 토지 사진

5: 힌트: ○○○은 알파벳 대문자 두 개와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6: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 /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해양생물의 사진

7: 이 사이에 있는 건 편지인가? / 쓰레기 속 반디의 편지 / <이 지구는 점점

황폐해져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곧 메말라버리고 말거야.. 이 멸망의 원인은

○○○.. 청소년박람회에서 이 적을 무찌르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했어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그 전에 네가 이 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해.. 

폼에 올바른 암호를 넣으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을거야!

암호: ○○○●●●>

*7번 게시물에 폼링크 함께 올리기

8: 이런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9: 잠깐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 / 말린 포스터종이 / 청소년박람회사진

                7번 두 번째 사진: 쓰레기 속 편지

                7번 세 번째 사진: 종이에 적힌 편지 내용

                *사진 위에 반디의 편지 내용 편집

                9번 두 번째 사진: 바닥에 떨어진 포스터종이

                



                9번 세 번째 사진: 청소년박람회 정보 사진

정답 암호: CO2526

□ 기타(참고사항)

 - 방탈출 시놉시스

: 유람선을 타고 함께 청소년박람회로 가던 반디와 나.

태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한 후, 나는 파도에 떠밀려 무인도에서 눈을 뜨게

되고, 해변 근처에는 편지만 남겨져 있는데...

 

- 방탈출에 필요한 인스타 계정 2개

@bandy_escape

@bandy_real

- 정답제출을 위한 네이버 폼

상품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암호, 탄소중립캠페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

누른 이미지, 팔로우 누른 이미지 첨부

*폼을 제출한 후 뜨는 메시지에 무인도 탈출을 축하한다는 문구 넣기

※사진 출처는 unsplash, pixabay 사이트



붙임 이벤트 홍보용 카드뉴스

1. 두근두근 반디와의 데이트



2. 탈출! 무인도: 사라진 반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