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코 2017~18년 겨울 장기이벤트 주최자 선정 공고]
1. 전시 이벤트 주최자 회원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미코는 2017년 12월 1일 ~ 2018년 2월 28일 기간 내 개최할 겨울 장기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 아

래 -

가. 기간 및 장소
장소

면적

구미코 홍보관

369㎡ / 741㎡ / 1,090㎡

구미코 전시장

1701㎡ 또는 3,402㎡

대관기간
(준비, 행사, 철거 포함)

비고

2017.12.1.(금)~2018.2.28.(수)

50일 이상

나. 일정
m 공고 및 접수 : 2017.9.25.(월)~2017.10.20.(금)
m 심사 및 통보 : 2017.10.20.(금)
m 계 약 체 결 : 2017.10.23.(월)~10.27(금)
다. 선정기준
m 컨텐츠 우수성 및 관객모집 실적
라. 문의 및 방문접수
m 문 의 : 구미코 전시유치담당 강전휘 대리(T. 054-477-8101)
m 접수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9. 구미코 운영사무실
※ 별첨 : 공고문 1부. 끝.
(세부정보와 첨부파일은 GUMICO 홈페이지(www.gumico.com) 공지사항 참조)

3. 유의사항
가. 대관계약 사례가 있는 업체 중,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규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대관신청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입장권
판매관련 민원사례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유원시설 설치 등 각종 법에 위촉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다. 센터 내에서 일체의 카드영업 행위는 금지합니다.
라. 단체 관람객(유치원 등) 방문 시 요구되는 식사 장소 및 관람객의 휴식
장소는 행사 공간에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대관기관과 장소는 센터 사정과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아. 행사기획서 등을 포함한 대관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 불
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관 결과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차. 선정된 업체가 대관 계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대관계약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당사는 차순위 업체와 대관 협상을 하게 됩니다.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9.25.(월) ~ 2017.10.20.(금) / 토·일·공휴일 제외,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경상북도 구미시 첨단기업1로 49. 구미코 운영사무실
라.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원칙이며, 전화나 구두신청은 예약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 붙 임 1) 행사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