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애완견! 
 
-- 슬로베니아 1 개월 체류 및 여행, 그리고 10 만 유로의 상금 
 
(블레드, 슬로베니아 2013 년 11 월 13 일 PRNewswire=연합뉴스)  
Lord of the castle 
 
슬로베니아 기업 “DOO Petsdialog”는 슬로베니아 관광청(Ministry of Tourism of 
Slovenia) 조직위원회와 함께 10 만 유로의 상금이 걸린 “Lord of the castle”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회 우승자는 하루 동안 블레드(Bled) 호수에 
있는 고성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최소 18 세 이상이어야 하고(혹은 부모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애완견이 있어야 한다. 대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너무 늦어서 이 꿈의 
직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일부 참가자들은 3-4 일 만에 투표에서 선두에 
나서면서 훨씬 먼저 등록한 사람들을 제쳤다.  
 
멀티미디어 보도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143-DOO-petsdialog-lord-of-the-castle 
 
“좋아요” 사냥 
 
대회에 참가하려면 매우 짧고 간단한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petsdialog.com 
웹사이트에 자신의 애완견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적는다. 그 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가능한 많은 ‘좋아요’를 받아야 한다. 2014 년 3 월 10 일부터 
12 월 25 일까지의 기간에 가장 인기 있는 20 명의 도전자들이 선정된다. 20 명의 준결승 
진출자들 중에서 슬로베니아에 가게 될 5 명의 결승 진출자들이 선정된다. 그 중 4 명은 
온라인 투표로 선정되며, 마지막 5 번째 결승 진출자는 다섯 명의 세계적 유명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다. 
 
슬로베니아의 기록 
 
온라인 투표에서 선발된 사람들은 자신의 애완견, 그리고 한 명의 친구와 함께 
슬로베니아에 갈 수 있다. 그들의 모든 여행 경험은 대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그들의 
블로그에 반영된다. 인터넷 청중들이 최고의 블로거를 선정한다. 최고의 블로거는 10 만 
유로의 급여를 받고 성의 관리자가 된다.  
 
회사 소개 
 
“DOO Petsdialog”는 2012 년 슬로베니아에서 설립됐다.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는 
애완동물 애호가들, 특히 애완동물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독특한 국제적 다국어 정보 포털을 만드는 것이다. 이 포털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애완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호텔과 식당, 동물 병원, 애완 동물 조련사, 특별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Igor Falshin - lord@petsdialog.com 
 
영상: http://www.multivu.com/mnr/64143-DOO-petsdialog-lord-of-the-castle 
 
출처: petsdialo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