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온라인 이벤트 기획(안)

□ 제출 조 : 4조(팀장:  조은경   )

이벤트명 '18th 청박' 기념 OX퀴즈 이벤트

이벤트 유형 □ 행사 전 이벤트       □ 행사 중 이벤트
이벤트 일정 이벤트 운영: 2022.05.26 / 당첨자 발표: 2022.05.26.

이벤트 기획안

□ 이벤트 목적

 -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참여자의 흥미 및 만족도 제고

□ 진행 및 참여방법

 - 청박 개회식 직후에 참여자들이 많이 모인 틈을 노려 오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최대 1시

간 동안 트렌드, 넌센스, 18회청박, 청박역사, 주최기관과 관련된 OX퀴즈를 진행하고 

1,2,3등의 시상을 통해 3일간의 제18회청박에 대해 참여자들의 흥미 및 만족도를 제고시

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순위 안에 들지 못해도 퀴즈 중간중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여자

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 문제 개수 : 18(제18회청박 의미 강조) + 2(우열가리기용 예비문제) = 20문제

□ 당첨자 선정 방법(공정성과 투명성 중요!)

- 오비스 방명록에 글을 남기도록 하거나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상품제공에 동의하는 참여자

들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무작위 추첨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모두가 투명하게 추첨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당첨자는 청박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 카드뉴스를 이용한 게시물로 안

내를 진행합니다.

- 관리자는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OX퀴즈 중 반드시 대상자의 캡처를 진행합니다.

□ 당첨자 선물

 - 고가의 상품을 소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중저가 상품을 다수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 대부분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하고 현물이 아닌 기프티콘으로 제공

 - 기프티콘 플랫폼을 이용한 기프티콘 제공

□ 예산(안): 총 300,000원 이내

산출내역 단가(원) 수량(개) 합계(원) 비고
(무작위 추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4,500 15 67,500

(3등) OTT서비스 한 달

구독권(왓챠)
12,900 5 64,500

(2등) BHC 뿌링클 세트 27,000 2 54,000
(1등) 신세계 상품권 100,000 1 100,000

합계 286,000
나머지는

예비비



붙임 이벤트 홍보용 카드뉴스

※ 컷 수에 맞게 칸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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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청박'� 기념� OX퀴즈�이벤트

누구나� 참여가능한� OX퀴즈� 풀고� 경품� 받자!(퀴즈� 난이도�

쉬움�주의★★★)

이벤트� 시간� |� 5.26.(목)�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

회식�직후(약� 1시간�진행� 예정)

당첨�발표� |� 5.26.(목)� 중� 개별�연락

이벤트�경품)

1등� |� 신세계상품권(1명)

2등� |� BHC� 뿌링클(2명)

3등� |� 왓챠� 한달�구독권(5명)�

랜덤�추첨� |� 스타벅스�아메리카노(15명)

-� 상품�사진� 넣고� 강조하기

-� 이벤트�진행일에�개회식시간�확정되면�정확한�시간� 표기

-� 여가부,� 청소년진흥원�로고�

1

'18th� 청박'� 기념� OX퀴즈�이벤트

당첨자�발표!

-� 풍선같은�축제�이미지

2

참여방법)

01� 5월� 26일에� 오비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개회식'� 참여하기

02� 네이버� 폼에� 이벤트� 참여� 게시물� URL과� 참여자� 정보

까지�작성하기

03� 개회식이� 끝난� 후� OX� 퀴즈에� 참여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2

신세계상품권(1명)

이*지(00**)

BHC� 뿌링클(2명)

abcd*****@naver.com

왓챠�한달�구독권(5명)

이*지(00**)

이*지(00**)

스타벅스�아메리카노(15명)

abcd*****@naver.com

abcd*****@naver.com

3

OX퀴즈�힌트� 미리보기

쉿!� 너에게만�알려줄게~

주제� |� 트렌드/넌센스/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대한민국청

소년박람회�역사/한국청소년진흥원

문제� 예시)�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프로그램� 중� '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다!'의� 신청자격은� 만� 9~24세의� 청소년

이면�모두�가능하다?� (맞으면�O,�틀리면�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