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023
년도 건국대학교 달력 디자인 공모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는 2023년도 건국대학교 달력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접수 마감 : 2022. 7. 1. (금) 16:00 까지
2. 결과 고지 : 2022. 7. 7. (목) 16:00 전후(개별 고지 예정)
3. 달력 유형별 구성 및 기본 제작사양
달력
유형
벽걸이

탁상용

제작사양

포장재

기본규격

제본 양식

가로 309mm

트윈스프링(백색) 상철

총 14매(표지 포함), 양면 컬러인쇄

원형(두루말이형)

세로 624mm

상단에 반달고리 추가

(앞: 월별 그림&숫자판 / 뒤: 월별 숫자판)

종이봉투 디자인

총 15매(표지 포함), 양면 컬러인쇄

사각형 종이봉투

(앞: 월별 숫자판 / 뒤: 월별 그림&숫자판)

(뚜껑 있음) 디자인

가로 248mm
세로 180mm

트윈스프링(백색) 상철

내용 구성

※ 시안 자료 요청 시 2022년 건국대학교 달력 월별 자료사진 및 달력(PDF) 파일 일부 제공 가능하나, 상기 제시한 기존 규격과
내용에 국한되지 않은 업체(개인)별 창의적인 콘셉트의 기획 시안 제출 요망
※ 인쇄 제작 발주는 추후 일정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이며, 응찰금액 동일할 시 디자인 시안 참여/선정 업체에 우선권 부여함
※ 시안 공모 참여 낙선 업체(개인)에 소정의 시안비 지급 예정

4. 응모 자격 : 실무경력 3년 이상의 디자이너를 보유한 사업자
5. 제출물(아래 제출물의 File을 하나의 USB에 담아서 각각의 출력물과 함께 제출 요함)
1) 디자인 제안서 6부
① 내용 : 디자인 설명(시안 축소 이미지 포함) 및 회사 소개(주요 실적 포함)
② 형태 : A4 사이즈(가로 형태)의 컬러 출력물을 레일 클리어 홀더로 6부 각각 철하여 제출
2) 벽걸이⋅탁상용 달력 디자인 시안(표지 및 내지 앞뒷면 대표 예시 1~2장, 포장용 봉투 각각)을 실제 크기
로 1장씩 출력해서 벽걸이 달력 2배 이상 크기의 폼보드지에 각각 부착하여 제출
3) 디자인 응찰 견적서 1부

6. 공모 규정 : 본교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당선작 선정 후 계약 체결(2022년 7월 중 예정)
1) 기 제출물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물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의 문제는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 출판부에 귀속되며, 표절 등 문제 발생 시 해당 업체는 계약 파기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세부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건국대학교출판부(산학협동관 614호), 담당: 박명희
Tel. 02-450-3892 / Fax. 02-457-7202 / e-mail: palm@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