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스러운 제작소

지역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로, 
직접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패키지를 함께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 프로그램의 추진목적

3. 프로그램 진행 순서

모 집 ~22.10.04.(화) 17:00 ｜ 주제 선택하여 신청 *제출서류 확인

심 사 22.10.07.(금) ｜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기업별(주제별) 심사 및 선정

패키지 제작 22.10.11.(화)~11.15.(화) ｜ 기업과 크리에이터 패키지 디자인 제작

결과전시 22.11.18.(금) ｜ 결과 전시  및 시상금 지급

·초기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입지를 넓혀나가기 위한 가능성 확보

·기업과 협업을 통한 포트폴리오 생성 및 추후 일자리 창출(취·창업) 기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통한 결과물을 본인 PR 활동에 활용

대상

디자인 역량을 지닌 부산 출신 혹은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크리에이터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지역 기반 예비창업가 및 창업가) 

4. 모집  ~ 22. 10. 04.(화) 17:00

2. 모집 주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선택하신 주제의 기업과 패키지를 직접 제작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모집심사가 진행됩니다.   

분야 주제

A

B

C

D

E

바다와 생선 이미지를 함께 담은 귀여운 느낌의 일러스트 디자인 (엽서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카드 포함)

전통적인 이미지를 배제한 YOUNG한 느낌의 선물세트 패키지 디자인

가볍고 위트있는 느낌의 자취생, 요리초보를 위한 만능 요리템 패키지

MZ세대의 트렌디함을 담은 수산물 가공 반찬류, 즉석요리류 제품 패키지

단순 명료한 느낌의 친환경 종이 패키지



모집인원  15명 내외

모집 상황에 따라 2명 이상이 한 팀이 되어 협업이 진행되거나, 1:1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②포트폴리오(자유양식) 

5. 심사 및 선정  22. 10. 07.(금)

6. 패키지 제작  22. 10. 11.(화) ~ 11. 15.(화)

·기업X크리에이터 한 팀 당 최대 200만원의 패키지 제작비(재료비) 지원

·패키지 제작 전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브랜딩 교육 1회

·기업과 주기적인 미팅을 통한 협업 진행

7. 결과 전시

·지역수산기업X크리에이터 패키지 결과물 전시 

·프로그램이 종료 된 후 결과물이 실제 출시로 이어지는 당선작에 한하여 최대200만원 상금 지급 

                                                                                                (기타소득세 제외 후 지급 됩니다.)

8. 유의사항 

9. 문의 : 051-418-8534 / 8532

·주최 측 상황에 따라 공고의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도출을 통한 패키지 제작 프로그램으로 기업과의 주기적인 협업 진행이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

·모집 시 제출한 아이디어 및 포트폴리오 서류는 1년 이후 폐기되며, 선정된 아이디어가 아닐 경우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패키지 제작을 완료 한 후 출시 의사가 있는 디자인(당선작)에 한하여 상금이

   지급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 저작재산권은 주최 및 기업측에 귀속됩니다.

·타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및 표절, 복제 등으로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일체 회수합니다.

·참여자는 출품작이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기업과 협업하여 제작된 패키지 디자인은 삼진이음의 각종 홍보활동에 활용 및 게재될 수 있으며 

   팝업스토어나 전시등에 사용될 경우 수정 사용될 수 있고, 본 프로그램 외 사용 시 사전 동의를 

   주최측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심사결과 적격자 없다고 심의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팀으로 매칭이 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최대 200만원 상금을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