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라이언즈 어워드 안내 (FAQs)>>
1. 2020년 칸 라이언즈 어워드는 열리나요?
A: 2020년 칸 라이언즈 출품 작품은 2021년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기간 중에 심사합니다. 2020년 6
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2020년 10월 다시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작품 접수는 한시적으
로 중단합니다. 작품 접수 최종마감기한은 2021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2. 다음 칸 라이언즈는 언제인가요?
A: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은 2021년 6월 21일-25일에 열립니다.
3. 지금도 칸 라이언즈 출품 가능한가요?
A: 네, 2020년 6월 30일까지 작품 접수 가능합니다.
이후 2020년 10월에 접수 웹사이트가 다시 개시됩니다. 최종마감일은 2021년 4월 15일까지며, 위
기간 내 2020년 작품과 2021년 작품을 각각 출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작품과 2021년 작품을 별
도로 심사합니다.
단, 크리에이티브 효과부문(Creative Effectiveness Lions)은 2020년과 2021년에 해당하는 작품 모두
2020년 10월 이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4번 내용 참조
4. 어떻게 작품의 출품 연도를 구분하나요? 2020년, 2021년 각각의 출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2020년, 2021년 출품 작품의 자격요건 기간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라이언즈를 시상합니
다.
4-1: 2020년 출품 자격요건기간: 2019년 3월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사이 처음으로 출시/ 집행/
공개된 작품은 2020년 작품(2020 work)로 간주합니다.
4-2: 2021년 출품 자격요건기간: 2020년 6월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사이 처음으로 출시/ 집행/
공개된 작품은 2021년 작품(2021 work)로 간주합니다.
단, 특정 부문에 따라 출품 자격요건기간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Dates & Fees page.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품 자격요건기간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awards@canneslions.com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2020, 2021년 각각의 작품은 동일한 심사위원이 심사하나요?
A: 네, 2020년과 2021년 작품 모두 동일한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그러나 별개로 심사하며 각각 시
상합니다.

6. 이미 2020년 칸 라이언즈에 작품을 출품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출품한 작품은 2021년 칸 라이언즈에서 심사합니다. 출품한 작품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awards@canneslions.com으로 출품 번호(Entry Number)와 요청내용을 보내주세요.
7. 2020년 작품은 2021년 작품과 같이 평가 되나요?
A: 2020년, 2021년 작품은 별개로 심사합니다. 각각의 라이언즈로 별도 시상합니다.
8. 2020년 작품 출품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접수 해야 하나요?
A: 최종 마감기한은 2021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단, 2020년 6월 30일 이후 출품비용은 변경되며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9. 2020년 작품 2021년 작품 모두 시상하나요?
A: 네, 출품 자격요건기간에 따라 2020년작품과 2021년 작품으로 구분되며 별도 시상합니다.
10. 2021년 칸 라이언즈 출품 부문(Category)에 변경이 있나요?
A: 2020년 10월 출품 웹사이트를 개시할 때, 새로운 부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11. 2020년 칸 라이언즈 출품을 위해 실물 보조제출물(Physical Supporting Material)을 우편으로 보냈습
니다.
A: 미리 보내신 제출물은 2021년 칸 라이언즈 심사를 위해 칸 라이언즈 조직위에서 보관합니다. 혹,
출품을 철회한다면 물품 반송은 불가하며 조직위 내에서 가능한 정도에 따라 재활용하게 됩니다.
12. 2021년 칸 라이언즈 출품 마감일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1차 접수 마감: 2021년 3월 11일까지
2차 접수 마감: 2021년 3월 25일까지
3차 접수 마감: 2021년 4월 8일까지
최종 마감: 2021년 4월 15일까지

[칸 라이언즈 출품 변경안내 원문 확인하기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