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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안서 분량 ‘40페이지 이내’로 되어있는데, 반드시 40P 이내여야 하는 건지?
A : 제안요청서 분량은 40p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고 분량으로 인한 감점은 없으며, 발표
시간 15분만 준수하면 됨
Q : 입찰 참가자격에서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1억 원 이상의 홍보영상물 제작 실적에 대해,
관광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실적도 포함이 되는 건지?
A : 방송송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행 프로그램 등은 본 과업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포함되
지 않고, 광고 및 스팟영상물 제작 실적은 포함됨.
Q : ‘비언어 드라마타이즈’ 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A : 영상을 해외에서 활용할 경우, 복합적인 언어권을 대상으로 할 경우가 많으므로, 나래이션이
많이 쓰인 영상보다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있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해주시길 부
탁드림.
Q : PT발표시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지?
A :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영상, 애니메이션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영 가능함. 그러나 시간
은 반드시 정확히 지켜주실 것.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Q : 1분, 30초 영상은 3분영상의 요약본 형식이어야 하는 건지?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5분 이내로 구성을 하시되, 1분짜리 각각의 영상을 만들지, 여러개를
이어 하나를 만들지, 풀로 5분을 만들지는 오픈 형식으로 잘 구성해주시면 됨.
Q : 결과물 산출에서 기본구성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건지?
A : 시나리오 부분은 선정된 후 공사와 함께 상의하면 되는 부분이고, 콘셉트 및 스토리보드 정도
내용이 포함되면 됨.

Q : 금일 26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모든 업체에게 발표 기회가 주어지는 건지?
A :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든 업체에게 발표기회 주어짐.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되지 않도록
대기순번 및 시간을 조정할 예정.
Q : 참가자격 관련, 개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
A : 모든 업체가 감독, 작가를 상시 고용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으므로, 프로젝트 베이스
로 인력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
Q : 제안서 제출 이후 ~ PT 발표일 사이에 발표자료를 수정제출 할 수 있는지?
A : 제출한 PT상에 송출문제가 생기는 등의 오류는 수정할 수 있으나, 콘텐츠의 내용이 바뀌거
나 수정, 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함.
Q : 이 프로젝트를 왜 마이스팀에서 진행하는 건지, 마이스를 강조해야 하는 건지? 이번 프로젝
트가 ‘마이스’에 치중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A : ‘해외마이스사업팀’ 팀명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듯. 해외마케팅, 마이스, 한류를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담아주시면 됨.
Q : 심사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하실 예정인지?
A : 심사위원은 총 7∼12명으로 구성할 예정, 업계에 계신 분들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