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19일 (일) ~ 2016년 8월 12일 (금)

당신의 아이디어로 올림픽 & 패럴림픽 성화를 옮겨주세요

“ 2018 평창대회의 성화봉송 은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집니다 ”

당신의 아이디어로 성화를 옮겨주세요!

30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찾아오는 올림픽 & 패럴림픽 성화!

2018 평창대회 성화봉송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빛나는 가치인 ‘잠재력’을 올림픽과 패럴림픽 성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만의 Passion, Creative, Dynamic, Unique 매력을 지닌 성화봉송의 장소, 주자, 방법과 성화봉송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의 생생한 스토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미션 기간   :   2016년 6월 19일(일) ~ 2016년 8월 12일(금)

                        * 2018평창대회를 600일 앞둔 6월 19일! 시작합니다.

참가 방법   :   <오픈! 미션 릴레이> 홈페이지 통해 접수
                        http://missionrelay.pyeongchang2018.com

1. 성화봉송로

“성화봉송로는 어디가 좋을까?” 
  - 대한민국과 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및 경로
     예) 삶이 어려울때 나에게 큰 힘을 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적혀 있는 서울의 마포대교, 
            내 삶의 원동력인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난 곳, 제주 올레길

2. 성화봉송 주자

“성화봉송 주자는 누가 되면 좋을까?” 
  - 각 분야에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사람들
     예) 제주도에서 어린 나이에 해녀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20세 이모씨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나의 어린시절,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큰꿈문고’와 그 선생님들

3. 성화봉송 방법

“성화봉송을 이색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성화를 옮기기 위한 독특한 수단과 방법
      예)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 하회탈과 함께하는 성화봉송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매일의 애환이 담겨 있는, 지하철 성화봉송

4. 스페셜 콘텐츠

“성화봉송을 재미있게 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 성화봉의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메시지 및 성화봉송을 재미있게 홍보하기 위한
    음악, 이미지, 영상 등의 콘텐츠 
     예) 한류드라마 속 명장면 재현하기 성화봉송. 우리끼리 성화봉송 도전 UCC 영상

참가구분 시상부문

최우수상

수상팀 수상 혜택 상금 및 상품 상장

일반

학생

일반/학생

1 2018 평창대표단으로 그리스 채화식 참가 (1인) 상금 1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 4 성화봉송 주자로 선발 (팀별 1인) 상금 50만원

장려상 4 올림픽 공식 스폰서 물품 (팀별 1조) 상금 30만원

2018평창대회조직위원장상

2018평창대회조직위원장상

최우수상 1 2018 평창대표단으로 그리스 채화식 참가 (1인) 

올림픽 경기관람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 4 성화봉송 주자로 선발 (팀별 1인) 2018평창대회조직위원장상

2018평창대회조직위원장상장려상 4 올림픽 공식 스폰서 물품 (팀별 1조)

특별상 00 성화봉송 지원주자로 선발  올림픽 공식 스폰서 물품 -

올림픽 경기관람권

시상

미션 분야

미션

 http://missionrelay.pyeongchang2018.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