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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차기개최지 선정

2. 목  적

  ㅇ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 전시회 

개최를 위한 차기개최지 선정

3. 사업기간 : 2017년~2020년(4년)

    ※ 전제조건 : 2017년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18년까지 개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2018년 지스타 개최 이후 중간평가를 통하여, ‘적격’평가 시 

2년간 개최지 계약을 연장함

4. 예산구성 : 지방비, 사업수익

    ※ 세부 예산 내역, 규모는 개최지 선정 후 매년 확정(예정)

5. 주요 행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

행사

BTB관/BTC관, 웰컴리셉션, 개막식, 소외계층 초청행사, 컨퍼런스, 투자

마켓, 채용박람회, e스포츠행사, 게임문화축제 등

주요

공간

BTB
기업부스(개별), 중소기업 공동관, 네트워크 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등 전시 공간

BTC
기업부스(개별), 중소기업 공동관, 인디게임 공동관, 아카데미관, 

공공기관 부스, 특별관 등 전시 공간

부대공간
프레스센터, 웰컴리셉션, 컨퍼런스, 투자마켓, 채용박람회, 

e스포츠행사, 휴게실, 티켓박스 등 공간

6. 모집 개요

  가. 모집 대상

   - 2017년∼2020년(4년) 지스타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나. 선정 방법

   - 별도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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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 요청 내용

  가. 개최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반사항

   - 지스타 유치 목적, 개최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게임 산업 및 게임

문화 진흥에 대한 계획 등

   - 개최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 주변관광 자원 등

   - 타 지역과의 차별성(다양한 게임문화, 교통, 행정, 인구 등)

  나. 개최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제안 사항(전시인프라, 숙박, 교통, 지원

예산 등)

⇒ 제안요청 중 전시인프라(m²), 전시장가격(공식가격 대비 할인율), 지방비 지원

(백만원)은 4개년도 연도별 수치 반드시 표기.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수치로 구체화하여 제시되어야 함

   - 지역 전시인프라 확보사항 : 전시장 면적과 전시 환경(전시장 구조, 

활용성, 전시 공간 간 연결접근성 등), 전시장 임대가격 등

   - 숙박시설 현황 : 전시장 인근 전시참여인력 숙박수용 규모, 객실 수, 

숙박 가격 등

   - 접근 편리성 : 전시장-숙박시설, 전시장-공항/역/터미널, 전시장-

호텔, 전시장-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결 편의성

   - 교통 편리성 : 국외 및 국내 타지역-개최지역과의 항공/기차/지하철

/버스/택시 등의 연결성, 지역 내 교통상황 등

      ※ 1. 행사 관계자 교통 지원 가능 범위 : 항공, 철도, 육상(택시, 지하철, 

버스) 등 교통편 할인, 셔틀버스 운영 등

         2. 참관객 교통 지원 가능 범위 : 항공, 철도, 육상(택시, 지하철, 버스) 

등 교통편 할인, 셔틀버스 운영 등

   -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 지방비 지원, 지역인프라(전시장 이외 

도로, 광장, 야구장 등) 지원, 지자체 확보 홍보인프라(지하철, 역사, 

육교, 가로등 등 야외광고) 활용 지원 등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한 홍보인프라 및 지원계획(준비에서 개최

까지 로드맵 포함)

  다. 지자체 내 전시장,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지원 사항

  라. 기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스타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숙박, 교통, 음식점 가격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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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지스타 이용 공간 현황(최근 2개년도)

구  분 2015년 2016년

부스규모
BTC 1,450 부스 1,530 부스
BTB 1,186 부스 1,189 부스
계 2,636 부스 2,719 부스

전시면적

BTC 26,508 m² 26,508 m²
BTB 19,872 m² 19,872 m²

부대공간 8,920 m² 8,920 m²
계  55,300 m² 55,300 m²

8. 필수 준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관계장의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지원확인서, 확약서 등) 해야 함

  나. 선정 확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별첨2] 참조)

  다. 지스타 기간에 개최되는 모든 공식·부대·연계 행사는 양 기관 

합의하에 연초에 기획하며, 그 외 지스타와 관련된 모든 사항 

역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라. 수익금은 지스타 목적사업 및 게임 산업 공동 발전을 위해 활용 함

9. 추진 일정

모집 공고(30일간) 2016년12월27일(화)

제안서 접수마감 2017년01월25일(수), 15시까지

제안 지자체 현장실사 2017년01월31일(화)~2월1일(수)

선정 심사 2017년02월03일(금)

선정결과 발표 2017년02년06일(월)

협약 체결 2017년2월(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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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출 서류 :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11. 신청기한 및 접수처

  가. 접수마감 : 2017년01월25일(수), 15시까지

     ※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우.135-56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4-26 기초전력

연구원 B/D 5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업실

(02-3477-2785)

12. 선정무효 및 제재조치

  가. 지스타 개최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서 제출 이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

  나.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모든 사항은 무효 

처리됨

13. 문 의

  가. 모든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서면질의 요망

  나. 담당자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업실

   - 김용국 실장 : yong@gamek.or.kr, 02-3477-2786

   - 박지연 과장 : jyp@gamek.or.kr, 02-3477-2785

mailto:yong@gam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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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요청 안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차기개최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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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사업목표 및 범위(5page 이내)

    ☞ 행사유치 목적, 개최지 광역단체의 게임 산업 및 문화 진흥에 대한 계획 등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5page 이내)

    ☞ 개최지 광역단체 일반현황(지리적 특징, 인구, 주변 관광자원 등)

    ☞ 타 지역과의 차별성(게임문화, 전시인프라, 교통, 행정, 인구 등)

    ☞ 기타 타 지역보다 차별되게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체계(3page 이내)

    ☞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개최지 광역단체 및 관련 지역유관

기관, 게임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방식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2. 사업수행방안(30page 이내)

    ☞ 개최지 광역지자체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수치, 면적, 할인율, 금액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어야 함

    ☞ 행사장 확보 (위치, 규모, 부대 시설, 임대가격 및 요율 등) : 전시장 면적과 

전시 환경(전시 구조, 활용성, 전시공간 간 연결접근성 등), 전시장 임대

가격/요율 등

    ☞ 행사 관계자(국내외) 숙식 및 편의시설 : 전시장 인근 전시참여인력 숙박 

수용규모, 객실 수, 숙박 가격/요율, 숙박 편의시설 등

    ☞ 행사 관계자 교통 관련사항 : 국외 및 국내 타 지역개최지역과의 항공/

기차/지하철/버스/택시 등의 연결성, 지역 내 교통상황 등
        ※ ① 행사 관계자 교통 지원 가능 범위 (철도, 육상 등 교통편 할인, 셔틀 운영 등)

           ② 참관객 교통 지원 가능 범위 (철도, 육상 등 교통편 할인, 셔틀 운영 등)

    ☞ 지자체 지원사항 : 지방비 지원, 지역인프라(전시장 이외 도로, 광장, 야구장 

등) 활용 지원, 지자체 확보 홍보 인프라(지하철, 야외광고 등) 활용, 전시장 

외 편의시설지원 등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홍보방안 및 추진계획(준비에서 개최까지 로드맵 포함)

    ☞ 개최지 광역단체 내 전시장,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지원 사항

    ☞ 기타 광역단체에서 지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 

기재(숙박, 교통, 음식점 가격․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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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관리 부문(5page 이내)

    ☞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일정별 세부 추진 내용(주별, 월별, 분기별 등)

    ☞ 세부 사항에 대한 업무 분장(백업), 보고체계 등

    ☞ 지원 가능 예산 총액 및 예산 편성(안)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내용은 선정 시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이행 불가 또는 불가하다고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2. 제안서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수행 내용, 수치 및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결과물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형태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3. 제안서는 A4용지 총 48페이지(표지 제외)를 넘을 수 없음 (필수 사항)

   ☞ 제안서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 및 설명 자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제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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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A4세로방향으로 작성하여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에 한하여 A4가로방향 작성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함

   - 개최지 광역단체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위주 작성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방안

 ㅇ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ㅇ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30>

   <11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30>

 ㅇ 아래한글로 작성할 것

 ㅇ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타 항목에 

추가하거나 소번호를 임의 부여하여 작성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는 A4용지 48매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풀이를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자료 활용시 참고자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요청시 인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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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 개최결과

[별첨 2]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선정된 개최지 광역지방

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과의 MOU(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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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 개최결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16 개최결과

 행사개요

 ❍ 행 사 명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

 ❍ 슬 로 건 : Play To The Next Step!(게임,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

 ❍ 기    간 : 2016년 11월 17일(목) ~ 20일(일) [※BTB : 17(목) ~ 19(토)]

 ❍ 장    소 : 부산 BEXCO(제1·2 전시장, 컨벤션홀, 다목적홀, 야외광장 등)

 ❍ 주    최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주    관 : 지스타조직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개최도시 : 부산광역시

 ❍ 개최규모 : 35개국 653개사 2,719부스 / 전시면적 55,300㎡

 총괄

구 분 2015년 2016년

참가규모

35개국, 633개사, 2,636부스

(국내 : 443개사, 2,121부스)

(국내 : 190개사, 515부스)

35개국, 653개사, 2,719부스

(국내 : 487개사, 2,151부스)

(해외 : 166개사, 568부스)

일반관람객 209,617명 219,267명

유료바이어 1,781명 1,902명

 전시관별 현황

구분
BTC관 BTB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참가기업 95개사 22개사 392개사 144개사

참가부스 1,119부스 411부스 1,032부스 157부스

합계 117개사 1,530부스 536개사 1,189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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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 일반관람객

구분 1일차(목) 2일차(금) 3일차(토) 4일차(일) 계

2015년 34,813명 43,330명 74,423명 57,051명 209,617명

2016년 37,515명 47,447명 76,946명 57,359명 219,267명

 ※ ‘16년도 일반관람객 수치는 잠정치임

 BTB 유료바이어

구분 참관객

2015년 1,781명

2016년 1,902명

 부대행사 결과

 ❍ 국제게임컨퍼런스

구분 세션구성 참관객

2015년 17개
(키노트(1), 특별(1), 일반(15)) 779명

2016년 11개
(키노트(2), 특별(1), 일반(8)) 1,651명

 ❍ 게임기업 투자마켓

구분 개발사 투자사/퍼블리셔 상담건수

2015년 28개사 15개사 105건

2016년 33개사 24개사 126건

 ❍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구분 참여기업 참여 구직자

2015년 22개사 1,535명

2016년 20개사 1,8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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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선정된 개최지 광역지방

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과의 MOU(안)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개최에 따른

업무 협약서(안)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라 한다)와 ‘○○○’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이하 ‘지스타’라 

한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K-iDEA’와 ‘○○○’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스타’를 주최·주관함으로써 게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조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조하여 수행

한다.

  1. ‘지스타’개최 주최·주관

  2. ‘지스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동 실무 TFT 및 운영사무국 구성

  3. ‘지스타’국내외 참가기업 및 바이어 유치

  4. ‘지스타’공식·부대·연계 행사의 기획, 유치, 상호 협력

  5. ‘지스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

구 분 지방비 금액 사용내역 비 고

’17년 (백만원) (집행 항목)

’18년

’19년

’20년

    - 전체 예산은 ‘K-IDEA’에서 일괄 관리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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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는 ‘지스타’의 성공개최를 위한 전담 인력 배정 및 투입

  7. 기타 ‘지스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위탁사업자 선정, 추가 예산 확보, 공식·부대·연계 행사의 기획 및 

유치 등 본 협약에서 논의되지 않은 모든 사항

제3조(수익금) 수익금은 지스타 목적사업 및 게임 산업 공동 발전을 위해 

활용하며, 직·간접비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변경) ‘K-iDEA’와 ‘○○○’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협약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효

하다.  단, 2018년 ‘지스타’ 사업 종료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일을 협약의 종료일로 한다.

제7조(공동 협력사업) ‘K-iDEA’와 ‘○○○’는 게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공익 및 지원 사업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8조(의사결정 및 협의체) ‘K-IDEA’와 ‘○○○’는 現 조직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K-iDEA 협회장, 지스타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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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4-26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협회장   강 신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