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제안서

주관사 대회이력
상상 그 이상의 감동!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은 방송영화, 브랜드 어워즈, 대한민국 대표 미인대회, 품격 있는 VIP파티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공연, 행사 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모든 기업에게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

미시즈 코리아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소서노 여대왕 선발대회

미스 로얄 코리아

미스 글로벌 코리아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소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을 널리 알리고 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국내 최고, 최대의 한복모델 선발대회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부문의 우승자들은 한글의 우수성과 한복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 및 한류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대회명

2022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일 시

2022년 8월 14일(일)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특 전

인증서 수여, 월드대회 출전 기회, 프로필 촬영
지자체 행사 초청, 영화·드라마·방송 캐스팅 기회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특징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미와 품격!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세계대회 출전권! 한국의 미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르샤 수상자 _ 리틀 미스 루미에르 한국대표 출전
소헌왕후 수상자 _ 미스 글로브 한국대표 출전
송아리 수상자 _ 미시즈 글로브 한국대표 출전
모도리 수상자 _ 미시즈 글로브 클래식 한국대표 출전

대국민 투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모투모투’ 어플을 통한 오픈 된 공정한 경쟁 유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 모투모투 투표어플 시스템 도입으로 ‘나’ 자신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로 선발.

기부와 선행으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외적인 미모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겸비하여
대회 수익금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대회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봉사와 선행.

완성도 높은 본선 무대!
실력 있는 연출진 및 스텝들이 만드는 최고의 무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최상의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로 구성된 헤어메이크업팀 지원.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홍보효과 ①
•협찬사 기대효과

2021 대국민 문자투표
37,000,000건
달성!

기사 송출 및 블로그
참가자(약 200여명)들의

SNS 홍보

심사위원 자격부여로

브랜드 이미지업
효과!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홍보효과 ②
•국민투표 어플 소개 <모투모투>
본선대회 30% 심사 반영 / 무료크라운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배너 노출 및 홈페이지, 광고영상 시청
작년기준 37,000,000건 클릭(투표기간 14일 노출 기준) / 어플 이용하는 모든 유저에게 노출(100% 마케팅 동의)
◎ 어플 이용자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광고시청 및 기타 광고, 미션 수행을 해야되는 형태의 투표 어플입니다

콘테스트 노출

리메인광고

상위노출 전면광고

종료팝업 전면광고

트래픽광고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스폰서쉽

협찬사
특전 안내

심사위원
위촉
유튜브
대회 영상
송출
앰블럼
로고 사용

❶ 대회 최종결선 심사위원 위촉장
❷ 결선대회 Full, 하이라이트 영상 유튜브 송출
❸ 앰블럼, 로고, 배너 온라인 상에서 기한없이 자유롭게 마케팅에 활용
❹ 온라인 후원 기사 송출
❺ 포토존 브로슈어 로고 등록, 사진, 영상제공
❻ 기업 시상 : 기업(브랜드) 관련 시상부문 설립 및 시상(협찬금액별 상이)
❼ 협찬 브랜드 수상자 회사 홍보방문 및 제품 인증샷(협찬금액별 상이)
❽ 모투모투 어플 광고 : 미인대회 투표 어플 배너광고 3개월
❾ 공식 SNS 및 블로그 홍보

협찬
방문 홍보

모투모투
어플 광고
브랜드
시상 부문
설립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협찬 등급
협찬 금액 (VAT 별도)

실버(500만원)

골드(1,000만원)

플래티넘(3,000만원)

다이아몬드(5,000만원)
브랜드명 대회이름

브랜드상 신설

브랜드상 신설

"수상자 업체방문 및
전속모델 지정"

"수상자 업체방문 및
전속모델 지정"

한국미인협회 공식 브랜드 지정

한국미인협회 공식 브랜드 지정

한국미인협회 공식 브랜드 지정

"공식지정 확인서 및 인증패
(미인협회 임원진 방문 및 사진)"

"공식지정 확인서 및 인증패
(미인협회 임원진 방문 및 사진)"

"공식지정 확인서 및 인증패
(미인협회 임원진 방문 및 사진)"

한국미인협회 홈페이지 브랜드 노출

한국미인협회 홈페이지 브랜드 노출

한국미인협회 홈페이지 브랜드 노출

심사위원 위촉장

심사위원 위촉장

심사위원장 위촉장

대회장 위촉장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온라인 기사제공

온라인 기사제공

온라인 기사제공

온라인 기사제공

"포스터, 브로슈어, 포토존 등
회사로고 노출"

"포스터, 브로슈어, 포토존 등
회사로고 노출"

"포스터, 브로슈어, 포토존 등
회사로고 노출"

"포스터, 브로슈어, 포토존 등
회사로고 노출"

"미인대회 홈페이지 로고 노출
및 배너 제공"

"미인대회 홈페이지 로고 노출
및 배너 제공"

"미인대회 홈페이지 로고 노출
및 배너 제공"

"미인대회 홈페이지 로고 노출
및 배너 제공"

미인대회 VIP 입장권 2매

미인대회 VIP 입장권 3매

미인대회 VIP 입장권 5매

미인대회 VIP 입장권 10매

협찬 등급별 혜택

(우)0607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17, 동신빌딩 3층
02.518.5616
www.sejongsoheon.kr l www.kpbrand.kr

02.6925.5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