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 DE&I Work Of The Year 공적서 작성가이드

이 카테고리 수상작품은 보다 다양하고(diverse) 평등하고(equitable) 차별이 없는(inclusive)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 개인이나 조직에게 주는 상이다. 아울러 다양성, 평등, 

무차별 세 기둥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소수그룹들이 매일 겪어오고 있는 오래묵은 조직적

인 부당한 행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ㆍDIVERSITY는 다른 요소들이나 특성들로 이루어진 가치있는 어떤 것(Something)을 의미

한다 - 인종, 민족성, 출신국가, 성 정체성, 성적취향,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나이, 종교, 

정치적 관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들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ㆍEQUITY는 편견이나 편애로부터의 공정, 기회 균등, 자유를 의미한다

ㆍINCLUSION는 역사상 배척받아오고 있는 수용자와 관행을 위한 실천이다

The 3D Awards는 역사상 소수그룹을 위해 지원하고 보호하고 대변하고 향상시켜주는 작품에

게 수여된다. P&G에서 만든 4Rs(REACH, RESONANCE, RELEVANCE, REPRESENTATION)

를 사용하여, 심사기준은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작

품에 초점을 두고 있다.

DIRECTIONS (TEXT FIELD당 최대 300단어)
① 아래의 텍스트 필드 작성을 완료하면, pdf 파일로 저장.
② 출품 플랫폼에서 작품 엔트리를 만든 후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입력.
③ Creative work(.mov, jpg, URL, 등)은 “Piece 1”으로 업로드할 것

④ ①에서 만든 pdf 파일은 “Supplemental Piece”로 업로드할 것

⑤ 출품관련문의: processing@newyorkfestivals.com

귀 팀의 다양성(diversity)을 작성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

① 직원들은 법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개별 직원의 신원을 제출하는 정보에

포함시킬 수는 있음.

② 여성, 소수자, 재향군인 조직의 멤버도 직원으로 간주할 수 있음.

③ 신분 때문에 누군가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이 특별상에 당신이 나열된 

모든 사람들이 이 팀에서 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CAMPAIGN STRATEGY & IMPACT 

State the Problem

300단어 이내

Outline the Strategic Process

300단어 이내

Where was the data for the solve sourced?

300단어 이내

Did you connect directly with the audience you are targeting?

300단어 이내

Did you partner with multicultural media sources or DE&I focused
data sources to obtain relevant statistics/evidence/background
on the communities featured or targeted in the campaign?

300단어 이내



IMPACT/IMPACT METRICS

What type of impact did the work make on the community?

300단어 이내

What was the campaigns reception or public acknowledgement 
post-release?

300단어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