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상 출품 방법

STEP 1 : 출품사에 대한 정보 입력
이 단계에서는 출품작(작품명, 제품명)의 기본 정보를 입력후 출품사 관련 정보를 입력

① 출품사 정보는 사이트에서 검색후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NEW COMPANY로 정보입력

② Film Production Company도 ①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③ 출품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크하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시간을 갖고 확인하세요. 

과정이 모두 끝나면 저장하세요



STEP 1 (CONTINUED)



STEP 1 (CONTINUED)



STEP 1-A
SEEHER LENS:

뉴욕페스티벌국제광고상은 The Female Quotient (The FQ)와 파트너로 he NYFA SEEHER 

Lens Award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2022년 출품작 중 광고에서 양성평등과 정확하게 

여성과 소녀들을 묘사한 뛰어난 필름 작품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상에 참여하고 싶으면 체크

하면 됩니다.

DE&I AWARD FOR DIVERSITY, EQUALITY, AND INCLUSION:

1. 다양하고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프로모션하고 뛰어넘는 작품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 

상에 출품을 원하면 “DE&I AWARD”를 체크하세요

2. DE&I 출품작은 Here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STEP 2에서 FINAL PIECE를 제출해야 함 



STEP 1-A (CONTINUED)
3. DE&I 출품양식을 완료하고 모든 크리에이티브 요소들을 업로드했다면, 남은 것은 STEP 4

에서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임



STEP 2: 출품작 정보 입력
① 출품작 정보 (작품명, 출품양식, 작품 길이, 심사위원용 자료jury brief)를 입력 합니다

②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어떻게 이해하는냐에 따라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어주는 심사위원용 

자료jury brief는 꼭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출품자가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 자료로, 출품작의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필요하면 번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단계의 마지막에 출품작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업로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출품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업로드한 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모두 끝나면 저장하세요



STEP 3: 출품자 정보(Credit) 입력
① 출품작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뉴욕페스티벌 웹사이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정확

하게 입력해 주세요

② 체크아웃하기 전에 관련 정보는 수정,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EP 4: 카테고리 선정
① 부문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펼칠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② 원하는 카테고릴 찾을 수 있음며, 부문별로 출품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모두 선택할 수 있

으며, 출품작은 따로따로 평가됩니다



STEP 4-A
Public Relations그룹에 출품했으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CAMPAIGN START DATE   RESEARCH

CAMPAIGN END DATE PLANNING

TARGET AUDIENCE EXECUTION

OBJECTIVE EVIDENCE OF RESULT



STEP 5: 출품작 확인
① 제출 전에, 귀하가 입혁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수상을 하게 되면, 이 단계에 입력한대로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되어졌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5 (CONTINUED)



STEP 6: 체크아웃
① 출품작 제출전에 출품 카테고리 및 금액 확인 



STEP 7: 출품완료 (대금결제 방법 결정)
① 대금결제는 신용카드나 은행송금 중 선택. 은행송금시 $100 수수료가 추가됨

② 금액을 확인하고 체크하면, 귀사가 구입한 금액에 대한 인보이스나 영수증이 이메일로 바로 

보내집니다. 카피 다운로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