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응모 패킷 

  



2 
 

목차 
 
심사 절차 ..................................................................................................................................................................... 3 

주요 일정 ..................................................................................................................................................................... 4 

응모 수수료 ................................................................................................................................................................. 5 

응모 및 매체 종류 ....................................................................................................................................................... 6 

매체 및 응모 요건 ....................................................................................................................................................... 7 

실물 응모 및 캠페인 응모 .......................................................................................................................................... 9 

매체 및 카테고리 정의 ............................................................................................................................................. 10 

“올해의” 상, 결제 세부정보 ..................................................................................................................................... 22 

2018 클리오 프로그램 일정 .................................................................................................................................... 23 



3 
 

심사 절차: 

클리오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준급인 창의적인 인사들과 마케팅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독립적인 

심사단을 꾸립니다. 클리오는, 각 심사자가 각 분야에서 진화하는 시장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창작물이 각 분야에서 최고임을 입증하는 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심사과정은 창의적인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교적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은 

결정에 있어서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다수결 원칙을 따릅니다. 

심사단은 자신이 선택한 매체 유형 내에서 제출된 모든 출품작들을 심사합니다. 심사단은 첫 두 개 

라운드에서 출품작들을 좁힌 다음, 최종 라운드에서 다시 모여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작품들을 뽑습니다. 

심사단은 매체나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수상작이나 입선작 (shortlist) 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단의 

판단에 따라 더 많은 출품작들을 선정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단은 선택하여 입선, 동상, 은상, 금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각 심사위원은 클리오 광고제의 최고영예인 그랜드 클리오 (Grand Clio) 상을 수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그랜드 클리오상은 심사단이 단연코 가장 혁신적이라고 여김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향후 업계를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출품작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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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유효 기간 (Eligibility Period): 올해 클리오 광고제에 출품 가능한 작품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7월 31일까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제품 디자인의 경우, 올해 클리오 광고제에 출품 가능한 작품은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7월 31일까지 처음으로 공개된 작품입니다. 

학생 유효 기간 (Student Eligibility Period): 학생이란 인정된 영화 학교 프로그램이나 인가 받은 단과 

대학 또는 대학에 등록되어(정규 또는 청강 자격으로)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학생이 제출하는 

작품은 학생으로 등록된 기간 중에, 동시에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7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접수 시작: 2018년 1월 29일 

• 1차 마감일: 2018년 4월 20일 

• 2차 마감일: 2018년 5월 18일* 

• 최종 마감일: 2018년 6월 29일* 

* 가격은 증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응모수수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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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수수료 

2018 클리오 응모 수수료 (단일 응모) 

1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차 마감 2차 마감 3차 마감 

오디오** $525  $600 $650 
오디오 테크닉** $525 $600 $650 
브랜드 디자인 $525 $600 $650 
브랜드 콘텐츠 $1,025 $1,100 $1,150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1,025 $1,100 $1,150 

디지털/모바일** $525  $600 $650 

디지털/모바일 & 소셜미디어 테크닉** $525 $600 $650 
직접** $525 $600 $650 
이벤트/체험 $525 $600 $650 
영화** $675 $750 $800 
영화 테크닉** $675 $750 $800 

혁신 $1,025 $1,100 $1,150 

통합 캠페인 $1,025 $1,100 $1,150 

옥외** $525 $600 $650 

파트너십 및 협업 $1,025 $1,100 $1,150 
인쇄물** $525 $600 $650 
인쇄물 및 옥외 테크닉** $525 $600 $650 
제품 디자인 $525 $600 $650 
홍보 $525 $600 $650 

소셜 미디어 $525 $600 $650 

학생  $150 $150 $150 

매체 취급수수료* $35  
   

*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모든 출품작에는 매체 취급 비용으로 35달러가 추가됩니다. 

** 캠페인 가격은 각 매체의 단일 응모 수수료에 해당 캠페인 광고의 수를 곱하여 정합니다. (즉, 인쇄물 

캠페인 – 광고 2개, $1050 / 영화 캠페인 – 광고 3개 (3개의 매체 취급 비용 추가),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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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철회된 응모는 (응모자 자신이 철회했든, 응모자가 출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클리오가 철회했든)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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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종류 

• 제품/서비스 

• 공공 서비스 

• 기업 간(B2B) 작품 

매체 종류 

• 오디오 

• 오디오 테크닉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콘텐츠 

•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 디지털/모바일 

• 디지털/모바일 및 소셜미디어 테크닉 

• 직접 

• 이벤트/체험 

• 영화 

• 영화 테크닉 

• 혁신 

• 통합 캠페인 

• 옥외 

• 파트너십 및 협업 

• 인쇄물 

• 인쇄물 및 옥외 테크닉 

• 제품 디자인 

• 홍보 

• 소셜 미디어 
 

 
 
 
 
 

학생부문 매체 종류 
• 브랜드 디자인 

• 디지털/모바일 

• 디지털/모바일 및 소셜미디어 테크닉 

• 직접 

• 이벤트/체험  

• 영화 

• 영화 테크닉 

• 혁신 

• 통합 캠페인 

• 옥외 

• 인쇄물 

• 인쇄물 및 옥외 테크닉 

•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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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및 응모 요건 
아래에서 매체 요건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매체를 업로드하기 전에 다음을 제거하십시오. 

• 기관 이름 인용 

• 개인 이름 인용 

• 기관 로고 

• 명부 

출품작 번역 

영어가 아닌 출품작의 경우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십시오. 동영상 업로드의 경우 자막이 들어간 버전을 

제출하십시오. 

영상(이미지) 업로드 

유의사항: 모든 매체 종류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출품작과 함께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품작 섬네일 (thumbnail) 로 사용됩니다. 또한, 출품작이 동상을 수상할 경우 

이미지는 클리오 웹사이트의 수상작 페이지에 섬네일로 사용됩니다. 

이미지 업로드에 필요한 사양: 

• 해상도*: 

- 2400 x 3000 픽셀 (세로그림 최소규격) 

- 3000 x 2400 픽셀 (가로그림 최소규격) 

*다음의 예외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디지털/모바일, 디지털/모바일 및 소셜미디어 테크닉, 소셜미디어 매체 종류  

- 600 x 800 픽셀 (세로그림 최소규격) 

- 800 x 600 픽셀 (가로그림 최소규격) 

- 영화와 영화 테크닉 매체: 

- 480 x 640 픽셀 (세로그림 최소규격) 

- 640 x 480 픽셀 (가로그림 최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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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종류: .jpg 

• 색상 모드: RGB 

• 파일 크기: 최대 50MB 

작품에 복수의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 각 이미지는 별도의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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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에 필요한 사양: 

• 해상도: 640 x 480 (최소규격) 

• 파일 종류: mp4 

• 압축: h264 

• 사운드: AAC 44khz 

• 파일 크기: 최대 500MB 

동영상에서 모든 바, 슬레이트, 블랙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출품작은 동영상 업로드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클리오는 CD/DVD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PDF 업로드 

PDF 업로드에 필요한 사양: 

• 파일 크기: 최대 50MB 

• PDF는 한 페이지 또는 여러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출품작의 경우 표지 (cover) 

및 스프레드 (spread) 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전체 브로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DF는 300dpi 해상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로드하기 위하여 파일을 저장할 때 어도비의 ‘크기 줄이기 

(Reduced Size PDF)’ 기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심사용으로 양질의 PDF를 얻을 수 있고 

업로드 속도가 향상됩니다. 

오디오 업로드 

오디오 업로드에 필요한 사양: 

• 파일 종류: mp3 

• 표본추출 속도 (Sampling rate): 44 KHz (44,100 Hz) 

• 비트전송속도(Bit rate): 196 KB/s (최대) 

• 사운드: 스테레오 

• 파일 크기: 최대 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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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업로드 

• 입력된 URL에는 URL 내에 기관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응모자는 심사를 위하여 URL을 2018년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URL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로그인 자격증명을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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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응모 

제출되는 모든 실물 응모작은 선택적입니다. 실물 응모작은 브랜드 디자인, 직접 마케팅, 인쇄, 인쇄 및 옥외 

테크닉, 제품 디자인 매체 종류로 접수합니다. 

실물 응모작 제출 지침: 

• 해당 심사 라벨 및 응모작 세부정보 양식을 실물 견본과 함께 패키지로 제출하십시오. 

• 응모작에 양식을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붙이거나 영구적으로 부착하지 마십시오. 

• 대상 고객이 받게 될 방식으로 작품의 실제 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인쇄물과 인쇄 및 옥외 테크닉 실물작품의 경우, 광고 사본을 1인치(2.5센티미터)의 여백이 

있는 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하십시오. 보드는 가장 긴 면이 24인치(6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물리적 구성요소는 2018년 7월 6일까지 클리오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모든 실물 응모작을 다음으로 보내십시오. 

클리오광고제(Clio Awards) 
825 8th Avenue 
29th Floor 
New York, NY 10019 

전화: 1-212-683-4300 

캠페인 응모 

캠페인 응모작은 2점 (piece)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캠페인의 각 구성요소 (piece) 는 개별적인 응모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업로드한 개별적인 매체 및 결제 포함). 

캠페인 입력 방법 

1. 캠페인의 요소들 중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응모작을 제작하거나 편집합니다. 

2. '캠페인' 탭에서 응모작이 캠페인의 일부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3. 다음 질문은 새로운 캠페인인지 기존 캠페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새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4. 캠페인 이름을 제출합니다. 

5. '검토' 단계까지 계속해서 응모를 진행하십시오. 

6. '검토' 단계에서 '다음 응모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7. 이제 첫 캠페인 요소가 저장되었으므로 복사하여 다음 요소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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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목과 업로드 매체 자산을 변경하십시오. 필요 시 다른 정보를 변경하십시오. '검토' 단계까지 

진행하십시오. 

9. 모든 캠페인 요소들이 추가될 때까지 6단계부터 8단계까지 반복하십시오. 

10.  완료되고 나면 '장바구니(cart) 추가'를 클릭하여 체크아웃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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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캠페인 

혼합 캠페인은 오디오, 디지털/모바일, 직접 마케팅, 영화 및 옥외 매체 종류에서 출품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의 캠페인입니다. 혼합 캠페인은 단일 캠페인의 일부로서, 매체 내의 여러 카테고리의 조합을 포함하는 

캠페인 응모작들입니다. 

매체 및 카테고리의 정의 

오디오 

이 매체의 응모에는 상업 라디오 광고,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콘텐츠 등 모든 

종류의 독창적인 오디오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 스트리밍/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 창의적 콘텐츠로 온라인에서나 모바일 기기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팟캐스트가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 라디오 – 방송 또는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위한 응모 카테고리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적합한 혼합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오디오 (1)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오디오 테크닉 

이 매체 응모작에는 오디오 콘텐츠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테크닉과 기술이 포함됩니다. 
 

• 카피라이팅 – 오디오 녹음본에 들어가는 홍보용 문언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 음악 – 직접 창작한 작품, 라이선스를 받은 녹음, 또는 기존 녹음본의 개작/변형 버전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 사운드 디자인 – 오디오 요소를 지정, 획득, 조작, 또는 생성하는 과정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일부인 음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오디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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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16 
 

브랜드 디자인  

디자인은 영감, 연상력 및 창의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 도구입니다. 

• 연차 보고서 – 연차 보고서를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브로슈어 – 기존의 평평한 인쇄물 형태로 제작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 캘린더 – 일일, 월별 또는 연도별 달력을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카탈로그 – 서적, 제품, 또는 서비스 목록을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기업 이미지 통합 –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픽 요소, 색상 및 로고 등을 종합한 작품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입니다. 

• 직접 마케팅 – 브랜드와 특정 고객 사이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하는 작품의 

카테고리입니다. 

• 편집 – 발표/출간을 위한 자료의 습득이나 준비에 관한 카테고리입니다. 

• 환경 – 환경 친화적 작업, 제품, 패키지(포장)의 홍보를 주제로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 로고 – 제품, 브랜드, 또는 기업 로고를 그래픽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잡지/표지 아트 – 잡지의 안 또는 출간된 잡지의 겉면에 들어가는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포장 – 제품 포장을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구매 시점 광고(POP) – 소매 환경에서 제품 광고 스탠드나 디스플레이를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포스터 – 포스터를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자가홍보 – 자가홍보를 그래픽 그리고/또는 물리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공간 디자인 – 인테리어 및 실외 공간의 물리적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실물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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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콘텐츠 

브랜드의 메시지나 가치를 특정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광고와 감성 콘텐츠를 융합한 작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오디오 – 오디오 콘텐츠로서 라디오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하거나 스트리밍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디지털/모바일 – 디지털 콘텐츠로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생성 콘텐츠, 

네이티브 광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이벤트/체험 – 주제가 있는 활동, 이벤트, 디스플레이, 전시회가 포함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스포츠 

이벤트, 음악 페스티벌, 축제, 콘서트 등).  

• 영화 – 동영상 및 영화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에는 다큐멘터리, 단편, 시리즈, 텔레비전, 스트리밍 

콘텐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인쇄물 – 출간된 간행물 매체 카테고리로, 신문, 정기간행물(잡지), 서적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오디오 (1) PDF (1), URL (최대 4개) 

팁: 영화 카테고리에 콘텐츠 동영상이 권장되며, 사례연구 동영상은 보완 자료로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의 메시지나 가치를 특정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엔터테인먼트 형식의 작품이 이 

매체에 해당합니다. 
 

• 오디오 – 오디오 콘텐츠로서 라디오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하거나 스트리밍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디지털/모바일 – 디지털 콘텐츠로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이벤트/체험 – 주제가 있는 활동, 이벤트, 디스플레이, 전시회가 포함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스포츠 

이벤트, 음악 페스티벌, 축제, 콘서트 등).  

• 영화 – 대본 있음 – 대본(스크립트)이 있는 동영상 및 영화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에는 장편 

영화(피처영화), 다큐멘터리, 단편, 시리즈, 텔레비전, 스트리밍 콘텐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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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대본 없음 – 대본(스크립트)이 없는 동영상 및 영화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에는 장편 

영화(피처영화), 다큐멘터리, 단편, 시리즈, 텔레비전, 스트리밍 콘텐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게임 – 인터랙티브 게임 카테고리입니다. 콘솔, 모바일 및 웹 기반 게임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음악 – 음악 및 노래 카테고리입니다.  

• 인쇄물 – 출간된 간행물 매체 카테고리로, 신문, 정기간행물(잡지), 서적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오디오 (1) PDF (1), URL (최대 4개) 

팁: 영화 카테고리에 콘텐츠 동영상이 권장되며, 사례연구 동영상은 보완 자료로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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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모바일 

이 매체에는 사용자와 연결되거나 사용자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디지털 매체가 해당됩니다. 

• 앱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1차 목표인 앱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 배너 및 리치 미디어 광고 – 기존의 고정된 플래시 배너 광고뿐 아니라, 떠 있는(floating) 광고, 

페이지 테이크오버(page take-over), 테어백(tear-back) 같이 다양한 오버 더 페이지(over-the-page) 

광고 유형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 게임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인터랙티브 게임으로, 일반적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게임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마이크로사이트(Microsite)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더하는 상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추가 링크 또는 웹사이트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가상/증강 현실 – 3D 가상 세계 속에서 사용자가 생생한 자극을 느끼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입니다. 

• 웹사이트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목적인 관련 웹페이지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적합한 혼합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디지털/모바일 및 소셜미디어 테크닉  

이 매체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테크닉과 기술이 포함됩니다. 
 

• 카피라이팅 – 디지털, 모바일, 또는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는 홍보 문구 작성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 그래픽 디자인 – 문언과 그림을 결합한 광고나 마케팅 작품 또는 기술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 사운드 디자인 – 오디오 요소를 지정, 획득, 조작, 또는 생성하는 기술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사용자 경험 –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용이성 체험, 효과성 체험, 유용성 체험, 효율성 체험 등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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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마케팅 

브랜드와 특정 고객 사이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하는 매체입니다. 직접 마케팅의 목표는 특정 

고객에게서 특정한 행위나 “반응”을 끌어내는 것으로, 이런 매체는 해당 브랜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직접 캠페인의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오디오 – 라디오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스트리밍 콘텐츠 등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오디오 콘텐츠를 포괄하는 카테고리 응모. 

• 디지털/모바일 –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연결되거나 사용자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직접 

디지털/모바일 매체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앱, 인앱 광고, 배너 및 리치 미디어, 이메일, 

인스트림 광고, 게임 및 마이크로사이트/웹사이트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영화 –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동영상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텔레비전, 시네마, 

온라인, 모바일, 옥외, 매장 내 (in-store) 또는 POP 광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옥외 – 직접 옥외 광고 카테고리로, 앰비언트 (ambient), 빌보드 (billboard), 포스터, 트랜짓 

(transit) 및 혼합 캠페인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인쇄물/우편물 – 직접성을 띠는 인쇄 자료 카테고리로, 캘린더, 카탈로그, 브로슈어, 디멘셔널 메일 

(dimensional mail), 플랫 메일 (flat mail), 잡지 및 신문 인쇄 광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소셜 미디어 – 콘텐츠 그리고/또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하여 직접적인 소셜 반응을 생성하는 

소셜 플랫폼 카테고리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적합한 혼합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오디오 (1), URL (최대 4개) 

팁: 영화 카테고리에 콘텐츠 동영상이 권장됩니다. 
 
 

이벤트/체험  

이 매체의 응모작은 체험을 통해 브랜드와 대상 고객을 연결합니다. 
 

• 이벤트 – 제품, 조직 이념, 또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주제가 있는 활동, 행사, 진열, 전시(스포츠 

이벤트, 음악 페스티벌, 축제, 콘서트 등) 등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입니다. 

• 게릴라 – 독특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콘셉트/특수한 행위로서 입소문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피티, 스티커 붙이기 및 플래시 몹과 같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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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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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 매체에는 모든 움직이는 이미지 광고가 포함됩니다. 상업 텔레비전, 시네마, 온라인, 모바일, 옥외, 매장 

내 또는 POP 광고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광고 (30초 이하) – 이 카테고리의 응모작은 [30]초 이하의 광고입니다.  

• 광고 (31초에서 60초 사이) – 이 카테고리의 출품작은 31초에서 60초 사이의 광고입니다.  

• 단편 – 길이가 [1]분에서 [5]분 사이인 작품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적합한 혼합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동영상 (1)  

옵션 매체: PDF (1) 

팁: 일반에게 상영되었던 대로 원래의 콘텐츠 동영상을 업로드하십시오. 사례연구 동영상은 이 매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화 테크닉 

이 매체 응모작에는 영화 콘텐츠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테크닉과 기술이 포함됩니다. 
 

• 애니메이션 – 그림이 연속으로 이어지도록, 또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모형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연속으로 볼 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 영화촬영술 – 영화 촬영술 관련 아트, 프로세스, 또는 작업 카테고리입니다. 

• 감독 (Direction) – 영화 감독의 완성된 영상 및 창의성과 혁신을 보여주는 능력에 관한 

카테고리입니다. 

• 편집 – 장면들을 일관성 있는 시퀀스로 만들어내는 아트, 기법, 실행에 관한 카테고리입니다. 

• 음악 – 개작 (Adapted) – 공중 영역에 속한 곡이나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존의 곡을 재작업한 작품 

카테고리입니다. 

• 음악 – 라이선스 – 마스터 레코딩을 직접 사용한 음악 카테고리입니다. 편집은 허용되지만 편곡  

(re-arranged) 은 안 됩니다. 

• 음악 – 창작(Original) – 응모를 위해 특별히 주문을 받고 작곡한 뮤직 트랙이 이에 속합니다. 기존 

곡의 개작으로 만들어진 어떤 종류의 편곡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중 영역에 속한 작품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운드 디자인 – 비디오나 모션 그래픽에 포함되는 오디오 요소를 지정, 획득, 조작, 또는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일부인 음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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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효과 – 실사 촬영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이미지를 생성하고/하거나 조작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동영상 (1)  

옵션 매체: PDF (1) 

팁: 일반에게 상영되었던 대로 원래의 콘텐츠 동영상을 업로드하십시오. 사례연구 동영상은 이 매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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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광고 및 마케팅을 새롭거나, 독특하거나, 뛰어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작품을 뜻합니다.  
 

• 매체 혁신 – 매체*를 새롭거나, 독특하거나, 뛰어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작품의 

카테고리입니다.  

* 여기에는 오디오,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디지털/모바일, 직접 

마케팅, 이벤트/체험, 영화, 옥외, 파트너십 및 협업, 인쇄, 홍보 및 소셜 미디어 등이 포함됩니다. 

• 제품 혁신 – 브랜드, 조직,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거나 광고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오디오 (1) PDF (1), URL (최대 4개) 
 
 

통합 캠페인  

이 매체의 출품작은 다음 매체 유형 중에서 3가지를 활용한, 최소 3편의 광고로 구성됩니다 - 오디오,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디지털/모바일, 직접, 이벤트/체험, 영화, 혁신, 옥외, 

파트너십 및 협업, 인쇄, 홍보 및 소셜 미디어. 
 

이 매체에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최대 10개), 오디오 (1) PDF (1), URL (최대 4개) 

팁: 이 매체에는 캠페인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매체를 부각시키는 사례 연구 동영상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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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비자가 집 밖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광고 매체를 뜻합니다. 빌보드, 포스터, 트랜짓 및 앰비언트 광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빌보드 – 주로 도로변, 건물 옥상 위, 또는 대형 건물 옆쪽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옥외 광고판 

카테고리입니다. 인쇄 빌보드, 디지털 빌보드, 3D 또는 기계적 빌보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스터 – 벽이나 여타 수직 표면에 부착하기 위해 디자인한 옥외 또는 실내용 광고 포스터 

카테고리입니다. 

• 테이크오버 (Takeover) – 단일한 작품으로 단일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옥외 광고 

카테고리입니다. 

• 트랜짓 (Transit) – 버스, 지하철, 기차, 트럭 및 택시와 같이, 이동하는 물체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뜻합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적합한 혼합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팁: .jpg 파일로 된 광고를 이미지로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환경 내(in-environment)" 사진을 PDF로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트너십 및 협업  

둘 이상의 브랜드, 개인, 및/또는 조직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수행 작품이 이 매체에 

포함됩니다. 
 

이 매체에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인쇄물 

신문, 잡지, 그 외 유사한 출판물에 게재되는 광고 매체를 의미합니다. 

주: 포스터 작품은 브랜드 디자인 및 옥외 매체 유형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에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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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옵션 매체: 실물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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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및 옥외 테크닉 

인쇄물 및 옥외 콘텐츠를 구현하는 테크닉과 기술이 포함됩니다. 
 

• 아트 디렉션 – 프로젝트의 아트 및 디자인 요소를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카피라이팅 – 시트 한 장이나 인쇄물 광고에 들어가는 문언이나 홍보용 텍스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일러스트레이션 – 드로잉, 그림, 컴퓨터 그래픽, 또는 여타 예술 작품으로 시트 한 장이나 인쇄물 

광고에 들어가는 시각 효과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사진 – 시트 한 장이나 인쇄물 광고에 들어가는 사진의 조명, 색감, 카메라 선택 및 편집과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타이포그라피 – 시트 한 장이나 인쇄물 광고에 들어가는 광고에서 각종 글꼴, 글꼴 크기, 줄 길이, 

행간, 글자 간격 및 글자 간격 조정을 활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적합한 캠페인  

필수 매체: 이미지 (1) 

옵션 매체: 실물 응모 
 
 

제품 디자인 

신제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 있는 매체를 뜻합니다.  

• 전자제품 및 홈 엔터테인먼트 – 컴퓨터, 컴퓨터 부속장치, 카메라, 통신 장비 등의 카테고리입니다. 

• 가구류 & 조명 – 의자류, 탁자류, 보관류 가구, 조명 등의 카테고리입니다. 

• 가정용품 & 부속물 – 고정 세간, 반고정 세간, 가정용 각종 물품 등의 카테고리입니다. 

• 패션 & 라이프스타일 – 의류, 신발류, 패션 액세서리, 스포츠 물품 등의 카테고리입니다. 

• 차량 & 부속물 – 자동차, 기차류, 수상 탈것, 비행기류 등의 카테고리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실물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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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브랜드나 조직 인식, 인지도, 그리고/또는 언론의 주목도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활동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합니다.  
 

• 브랜드 개발 – 제품의 고유한 정체성, 제품의 시장 포지셔닝, 제품이 특정 고객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작업과 관련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 단체 이념 관련 – 상호 이익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를 결합시키는 작업과 

관련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 기업 이미지 – 어떤 기업이 대표하는 이미지와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다루는 

카테고리입니다. 

• 위기 & 이슈 관리 – 조직이 중요한 이벤트나 조직의 안녕을 해칠 수도 있는 현안을 다루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직원 관계 – 생산성,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노사간의 관계를 유지하고/하거나 

복원하는 행위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환경 – 조직이나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나 평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 친화적 활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다문화 – 다양한 민족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언어와 문화적 필요성에 맞추어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제품 론칭 –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특정 고객에게 소개하는 행위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공무 – 정치나 공공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특별 이벤트 – 메시지 전달, 신제품 소개, 어떤 주제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대면접촉 이벤트나 스턴트로 홍보를 하는 행위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1), PDF (1), URL (최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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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여 콘텐츠 그리고/또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셜 네트워크와 공유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 싱글 플랫폼 캠페인 – 단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광고로서, 이러한 플랫폼에는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ter), 유튜브 (YouTube), 스냅챗 (Snapchat), 

링크드인 (LinkedIn), 핀터레스트 (Pinterest)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멀티 플랫폼 캠페인 –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광고로서, 이러한 플랫폼에는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ter), 유튜브 (YouTube), 스냅챗 

(Snapchat), 링크드인 (LinkedIn), 핀터레스트 (Pinterest)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소셜 동영상 – 소셜 공유를 통해 시청자를 확보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작하는 단일 비디오 

카테고리입니다. 

• 소셜 포스트 –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용으로 만들어진 단일 포스트 카테고리입니다. 주: 여기에는 

소셜 동영상 부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 위의 카테고리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필수 매체: 이미지 (최대 10개) 

선택 매체: 동영상 (최대 10개), 오디오 (1) PDF (1), URL (최대 4개) 

팁: 소셜 동영상 카테고리의 경우, 콘텐츠 동영상을 업로드할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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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상 (Of the Year Award) 

매년, 클리오는 가장 많은 조각상(statue) 포인트를 획득한 참가자들에게 “올해의 광고” 상을 수여합니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참가자는 직접 작품을 출품했거나 다른 참가자가 제출한 수상 작품의 인용 (credit) 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의 네트워크: 

모든 미디어 유형을 망라하여 작품을 골고루 제출하고 클리오 조각상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높게 받은 기관 

네트워크 (Agency Network) 에게 수여됩니다. 

올해의 기관상: 

모든 미디어 유형을 망라하여 작품을 골고루 제출하고 클리오 조각상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높게 받은 기관 

(Agency) 에게 수여됩니다. 

올해의 광고주: 

모든 미디어 유형을 망라하여 작품을 골고루 제출하고 클리오 조각상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높게 받은 

광고주에게 수여됩니다. 

 

결제  

다음은 접수 가능한 결제수단입니다. 

• 신용카드 

• 은행 송금*  

$25의 은행송금 수수료 

• 수표 * 

*수표 (Check) 나 은행송금을 자신의 결제수단으로 선택하려면 매체 취급수수료를 제외하고, 

총 주문액이 $3,500 (미화달러)를 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http://clios.com/awards/winner/13244
http://clios.com/awards/winner/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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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마스터 카드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참가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응모 시스템에서는 결제창에서 결제를 처리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관용 

청구서/영수증뿐만 아니라 참가 양식이 들어 있는 PDF 문서가 첨부된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은행 송금(계좌이체) 

응모비를 계좌이체로 결제하려면 참가 양식을 작성하고, 응모비 결제(pay for entry)로 넘어가서,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를 선택하십시오. 은행수수료 25달러(처리 비용)가 추가됩니다. 계좌번호를 포함한 

은행 세부정보가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며 결제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귀하의 은행명 및 

계좌이체 예정일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행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주: 

Clio Awards LLC 
J.P. Morgan Chase 
New York, NY 

계좌번호: [주문 확인 페이지와 PDF에서 제공될 것임] 

ABA Routing Number: 021-000-021 
Swift Code: CHASUS33 
 

이체할 때 참조번호 (reference line) 에 주문 (Order) ID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주문 ID는 응모 시스템에서 

응모 과정의 마지막에 응모작에 배정되며, 받아 볼 확인 이메일에 나와 있습니다. 

 

수표(Check) 

수표를 “Clio Awards LLC” 앞으로 발행하고, 아래 주소로 우송하여 주십시오(신청한 후 이메일로 받은 PDF로 

된 참가 확인서의 요약페이지 사본도 동봉). 

Clio Awards LLC 
825 8th Avenue, 29th Floor 
New York, NY 10019 
U.S.A. 

전화: 1-212-68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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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Invoice) 

선택한 결제방법에 상관없이, 확인 이메일에는 PDF 파일로 된 참가 양식 및 재무기록용 청구서가 

첨부됩니다.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철회된 응모(응모자 자신이 철회했든, 응모자가 출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클리오가 철회했든)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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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오 광고제 (Clio Awards) 는 창의적 사업을 위한 존경 받는 국제 

광고대회입니다. 광고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하여 1959년에 출범한 

클리오 광고제(Clios)는 매년 그리고 한해 내내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작품, 에이전시 및 재능을 인정합니다. 

원래의 클리오 광고제(Clios)로 출발해서 빌보드 (Billboard) 와의 제휴로 창설한 

클리오 뮤직 (Clio Music) 은,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음악 본연의 힘을 

강조합니다. 클리오 뮤직은, 클리오 광고제 (Clio Awards) 의 일부이며, 아티스트의 

자기 홍보, 음악 마케팅, 브랜드 협업 및 광고에서의 음악 사용에 걸친 작품을 

기리는 데 전념합니다. 

클리오 패션 앤 뷰티 (Clio Fashion & Beauty) 는 스타일 업계에서 최고의 창의성을 

기리는 유일한 수상 프로그램입니다. 클리오 패션 앤 뷰티에서는 업계 각층의 임원 

및 인사로 구성된 일류 심사단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를 빛나게 마무리하는 최고의 작품 및 재능을 확인합니다. 

클리오 키 아트 어워즈 (Clio Key Art Awards) 의 후신인 클리오 엔터테인먼트 (Clio 

Entertainment) 는 연예 업계의 창조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고 

최고의 영예입니다. 영화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1년에 

출범한 이 수상프로그램은 2015년에 클리오의 자산이 되었으며, 헐리우드 리포터 

(The Hollywood Reporter) 와 제휴하여 영화, TV 및 게임에 걸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클리오 엔터테인먼트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전문 분야의 

통합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의 우수성에 대한 개념을 일상적으로 재구성하는 

분야를 반영합니다. 

2014년에는 클리오 스포츠 (Clio Sports) 가 스포츠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를 기념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매년, 스포츠 업계의 진정한 명사들 — 마케팅 

임원, 협회 회장, 방송인 및 운동선수 등 — 이 국제적인 응모작 중에서 공동 

의식으로 스포츠 문화를 고양시킨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정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클리오 헬스 (Clio Health) 는 소비자의 진보된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진화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 및 산업의 복잡한 도전, 요구 및 기회를 

다루는 창의성을 인정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이 분야에서 우수성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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