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시상식 개요

02 출품 안내

03 출품 분야

04 안내 사항

05 올해의 디지털 광고인 신청/추천 안내



01 시상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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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품 안내

회원사 비회원사

1작품 당 20만원 1작품 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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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품 안내

작품형식 제출형식 크기제한

영상 MP4/설명자료
설명자료는 캠페인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

(PPT 10장 이내/ 워드 5장 이내)

캠페인/ 테크 PPT, PPTX/설명자료
PPT는 15장 이내, 설명자료는 캠페인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PPT 10장 이내/ 워드 5장 이내)

이미지 JPG, JPEG/설명자료
JPG 3,000픽셀 이내/ 설명자료는 캠페인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PPT 10장 이내/ 워드 5장 이내)

오디오 MP3/설명자료
설명자료는 캠페인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PPT 10장 이내/ 워드 5장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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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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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출품 부문(1)

대 분 류 소 분 류 내 용

올해의 디지털 광고인 (개인)
디지털 광고 및 관련 업계 경력 15년 이상으로 경영·기술·인력양성·산업지원 등 우리나라 디지털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업계/학계/관계 등 분야 불문)

통합마케팅 - IMC 마케팅 등 이종매체를 활용한 광고 중 디지털 광고가 포함된 광고마케팅

마케팅/ 캠페인

데이터활용마케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CRM, Social, 지역기반, 검색 키워드, 오픈 데이터 등)

SNS 마케팅

SNS 채널마케팅 SNS 채널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채널 운영)

SNS 콘텐츠마케팅 SNS 내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인플루언서, 임폴로이언스, 숏폼 등)

이커머스 광고 쇼핑몰, 미디어커머스, 콘텐츠 머커스, 라이브 커머스 등 이커머스를 활용한 광고

프로모션 디지털 플랫폼/ 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전시, 이벤트, 온·오프 연계프로모션, 판촉 등)

테크테인먼트 게임, 메타버스, 가상현실, 가상인플루언서, NFT 등의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광고

퍼포먼스

통합 퍼포먼스 SA, DA, 프로그래매틱 통합 퍼포먼스로 기업의 목표 달성이 우수한 캠페인

앱 퍼포먼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기업의 목표 달성이 우수한 캠페인

검색 퍼포먼스
*SA광고만 신청 가능

키워드광고(SA)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기업의 목표 달성이 우수한 캠페인(대형 광고 : 광고비 10억원 이상/년)

키워드광고(SA)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기업의 목표 달성이 우수한 캠페인(중형 광고 : 광고비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년)

키워드광고(SA)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기업의 목표 달성이 우수한 캠페인(소형 광고 : 광고비 1억원 미만/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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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출품 부문(2)

대 분 류 소 분 류 내 용

크리에이티브

디지털크리에이티브
디스플레이 배너 배너/ 영상 등 광고 소재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평가

이벤트 페이지 광고 클릭시 이동되는 이벤트/ 정보 페이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평가

디지털 영상 디지털 광고에 활용된 모든 영상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광고에 활용된 모든 오디오

테크/ 솔루션
마케팅테크 기존 기술의 혁신 또는 새롭게 개발한 마케팅테크 솔루션 및 플랫폼

애드테크 기존 기술의 혁신 또는 새롭게 개발한 애드테크 솔루션 및 플랫폼

특별부문

글로벌 캠페인 해외 광고의 인바운드 또는 국내 광고의 아웃바운드를 집행한 광고

공공분야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공익성 디지털 광고

디지털사이니지 OOH, DOOH, 키오스크 등 웹/ 앱 사이트 외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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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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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올해의 디지털 광고인 신청/추천 안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