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AWARD
KOREA 2022

웹 3.0 시대를 주도할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 휴머니즘

DIGITAL iNSIGHT 와 함께하는 ICT AWARD KOREA 2022

“디지털, 미래를 담다”

주최 ┃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주관 ┃ 디지털 인사이트(DIGITAL iNSIGHT) 



오늘날은 모바일, 웨어러블, 빅데이터는 물론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 웹 3.0이 디지털과 사람을 잇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미한 콘텐츠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중추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웹 3.0 시대를 주도하고자 ICT AWARD KOREA를 개최합니다.

또 하나의 기술,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를 담습니다.

디지털,미래를 담다

ICT 6개 분야  과학기술정통부장관상
출품작의 권위를 높이고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보등록대상

후보등록기간
주최
주관

2021년 6월~2022년 7월까지 제작한 PC·MOBILE WEB, APP,
DIGITAL PLATFORM·PROMOTION
7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디지털 인사이트(DIGITAL iNSIGHT) 

* ICT AWARD KOREA 2022 사이트를 정식 오픈하기 전에 사전 후보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어워드 등록관련 문의사항은 어워드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CT AWARD KOREA 사무국       전화번호 ┃ 070-4467-2787       e-Mail ┃ ictaward@wirelink.co.kr



ICT AWARD
KOREA 2022
개최

디지털산업
최고의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ICT 분야 시상행사인 “ICT AWARD KOREA 2022”는

ICT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CT, 디지털 혁신공모분야(선순환적

정보문화 진흥을 위한 기업공모분야), 정보영재를 발굴하는 SW창의와

코딩분야(정보영재 발굴을 위한 학생부 부문)로 구분해 진행합니다.

디지털산업을 기반으로 산업 간 활발한 협업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산업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식으로서,

한해 동안 새롭게 구축되거나 개편된 유무선 기반의 PC·MOBILE WEB, 

APP, DIGITAL PLATFORM·PROMOTION이 출품 대상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와 미래지향적 기술,

그리고 ICT 생태계에 기여한 결과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ICT AWARD KOREA는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를 위해 ICT 전문가들의

기술,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를 담아내겠습니다.

ICT AWARD KOREA 2022 추진 위원회



6개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

기술 혁신
통합대상

디지털 인사이트
통합대상

서비스 혁신
통합대상

커뮤니케이션
통합대상

콘텐츠&마케팅
통합대상

웹·앱사이트
통합 품질대상



출품작 등록사이트 http://ictawardkorea.com

후보등록 2021년 6월~2022년 7월까지 제작한 PC·MOBILE WEB, APP, DIGITAL PLATFORM·PROMOTION

평가내용 6개 평가영역에 대한 후보작품 사용성 및 전문성 정성평가

등록부문 PC·MOBILE WEB, APP, DIGITAL PLATFORM·PROMOTION

등록기간 2022년 7월 31일(일요일)까지 

수상작발표 추후 공지

시상식 2022년 8월 19일(금요일)

기관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협회(학회)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웹에이전시협회, 온라인광고마케팅협회, 공유경제협회

기업후원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미디어후원 전자신문, 중앙일보, 디지털투데이, 헤럴드경제

* 후원기업(관)은 일정 및 추진배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CT AWARD KOREA 2022 추진 일정



공모분야 공모부문 참여구분 평가영역

디지털 인사이트 통합

· PC·MOBILE WEB

· APP

· �DIGITAL�
PLATFORM 

· �DIGITAL�
PROMOTION

일반

공공

콘텐츠 일관성 및 공공성, 확장성, 정보구조 편의성,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소셜미디어 연계성,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웹 3.0 기술구현

웹·앱사이트 품질 통합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표준) 점검, 전자정부 UI·UX 품질 점검, 웹·앱사이트 최적화 점검,
링크 오류(Dead Link) 점검, 웹 콘텐츠 활용 점검, 웹·앱사이트 콘텐츠 텍스트 활용 점검,
웹·앱사이트 방문자와 방문자 성향 분석 점검, 웹·앱사이트 자료 현행화 점검

기술혁신 통합
웹·앱 성능, 데드링크 오류 부분, 플랫폼 적합성, UI·UX 사용성과 미래지향적 기술 사용,
기능과 기술 완성도, 비용 절감 효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웹 3.0 기술구현

서비스혁신 통합
사용자 품질 완성도, 서비스 완성도 및 참신성, 효율적인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 여부,
서비스의 목적에 충실한 구성력

커뮤니케이션 통합
미래지향적인 UI·UX 가이드 구축, 정보 커뮤니케이션 적절성, 문구의 명확성,
콘텐츠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콘텐츠&마케팅 통합
정보의 접근성 및 신뢰성, 마케팅과 브랜딩의 독창성, 콘텐츠의 정량·정성적 평가,
콘텐츠 이용 효율성 및 편의성, 독창적 기술 기반 영상 및 이미지 활용,
솔루션(툴) 활용성

공모분야 및 평가방법



후보등록

· 디지털 인사이트 통합
· 웹·앱사이트 품질 통합
· 기술혁신 통합
· 서비스혁신 통합
· 커뮤니케이션 통합
· 콘텐츠&마케팅 통합

22.7.31

예선평가

등록분야별
Nominee 이상의
작품을 선정하는 심사
디지털 인사이트의
인사이터와 자문위원,
IT 기자 등 평가로 선정

22.8.5

본선평가

분야별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심사
산학연 관계자의
평가로 최종 선정

22.8.12

시상

· GRAND PRIX 6 EA
· GRAND PRIZE 12 EA
· GOLD PRIZE 12 EA
· SILVER PRIZE 12 EA
· BRONZE PRIZE 12 EA

22.8.19

심사위원 디지털 인사이터 10인, 디지털 인사이트 산업별 자문위원, 한국HCI학회,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외

심사방법 후보등록 작품에 대한 다각적 자료 조사 / 출품작 자격검증 /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 분야별 입상작품 선정

공모분야 및 평가방법



구분 분야 성명(소속)

예선평가

인사이터
김성연(프로덕트 디자이너), 김지윤(토스 브랜드 디자이너), 한성규(지금써보러갑니다 운영자),
문연이(와디즈 브랜드 마케터), 안승환(드리머리 그로스 매니저), 김현주(프로덕트 디자이너)

자문위원 한기훈(차의과학대학교), 배운철(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 권율(백석예술대학교)

ICT 기자
김건주(뉴스웨이), 김관식·김성지·신주희·이재민(디지털 인사이트), 정현영(AD-Z),
박성일(매경바이어스가이드), 최필식(전 PC사랑 편집장), 고진우(전 STUFF 편집장)

본선평가

한국HCI학회장 이중식(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장 김경선(서울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위원
이원제(상명대), 김형택(디지털이니셔티브), 김형석(건국대), 류한영(이화여대), 이기혁(KAIST),
이성식(SADI), 이준환(서울대), 이지현(서울여대), 이철배(LG전자), 이환용(아주대), 최민영(성신여대)

* 심사위원은 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분야 평가 심사위원 구성



구분 부문 훈격·수상 출품 공통분야 비고

통합대상
(GRAND PRIX)

디지털 인사이트 통합대상
GRAND PRIX FOR DIGITAL INSIGH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PC WEB·MOBILE,
APP,

DIGITAL PLATFORM
통합

각 1점

웹〮앱 품질 통합대상
GRAND PRIX FOR WWW QUALITY 

각 1점

디지털 기술혁신 통합대상
GRAND PRIX FOR TECH INNOVATION 

각 1점

디지털 서비스혁신 통합대상
GRAND PRIX FOR SERVICE INNOVATION 

각 1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통합대상
GRAND PRIX FOR DIGITAL COMMUNICATION 

각 1점

디지털 콘텐츠&마케팅 통합대상
GRAND PRIX FOR DIGITAL CONTENTS&MARKETING 

각 1점

* 수상업체는 프로젝트별 고객사와 개발사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각 수상 업체에게는 상장·상패·인증을 부여합니다.

ICT AWARD KOREA 2022(GRAND PRIX) 

통합대상 시상 훈격
각 6개 출품분야 통합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여



통합 부문 훈격·수상 출품 공통분야 비고

부문 대상 
(GRAND PRIZE)

디지털 인사이트 대상
GRAND PRIZE FOR DIGITAL INSIGHT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PC WEB·MOBILE,
APP,

DIGITAL PLATFORM
통합

각 1점

웹·앱사이트 품질 대상
GRAND PRIZE FOR WWW QUALITY 

각 1점

디지털 기술혁신 대상
GRAND PRIZE FOR TECH INNOVATION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각 1점

디지털 서비스혁신 대상
GRAND PRIZE FOR SERVICE INNOVATION 

각 1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대상
GRAND PRIZE FOR DIGITAL COMMUNICATION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각 1점

디지털 콘텐츠&마케팅 대상
GRAND PRIZE FOR DIGITAL CONTENTS & MARKETING 

각 1점

* 수상업체는 프로젝트별 고객사와 개발사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각 수상 업체에게는 상장·상패·인증을 부여합니다.

ICT AWARD KOREA 2022(GRAND PRIZE) 

통합대상 시상 훈격
각 6개 출품분야 부문 대상 진흥원상 수여



통합 부문 훈격·수상 출품 공통분야 비고

부문 대상 
(GOLD PRIZE)

디지털 인사이트 금상
GOLD PRIZE FOR DIGITAL INSIGHT 

전자신문사장상

PC WEB·MOBILE,
APP,

DIGITAL PLATFORM
통합

각 1점

웹·앱사이트 품질 금상
GOLD PRIZE FOR WWW QUALITY 

각 1점

디지털 기술혁신 금상
GOLD PRIZE FOR TECH INNOVATION 

각 1점

디지털 서비스혁신 금상
GOLD PRIZE FOR SERVICE INNOVATION 

각 1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금상
GOLD PRIZE FOR DIGITAL COMMUNICATION 

각 1점

디지털 콘텐츠&마케팅 금상
GOLD PRIZE FOR DIGITAL CONTENTS&MARKETING 

각 1점

* 수상업체는 프로젝트별 고객사와 개발사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각 수상 업체에게는 상장·상패·인증을 부여합니다.

ICT AWARD KOREA 2022(GOLD PRIZE)

부문 대상 시상 훈격
각 6개 출품분야 금상 전자신문사장상 수여



통합 부문

은상
(SILVER PRIZE)

KISE이사장상

디지털 인사이트사장상

동상·장려상
(BRONZE PRIZE)

ICT AWARD 위원장상

스페셜위너
(SPECIAL WINNER)

경기도 도지사상

* 수상업체는 프로젝트별 고객사와 개발사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각 수상 업체에게는 상장·상패·인증을 부여합니다.

ICT AWARD KOREA 2022(SILVER&BRONE PRIZE)

부문 대상 시상 훈격



ICT AWARD KOREA 연감 수록







ICT 사무국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0 세원빌딩 3F       전화번호 ┃ 070-4467-2787       e-Mail ┃ ictaward@wirelink.co.kr

언론홍보 및 심사 문의 김성지 기자
(070-4979-2351. jerome@ditoday.com)

어워드 전반 및 출품 문의 이다솔 매니저
(070-4467-2787. ictaward@wirelink.co.kr)

어워드 컨퍼런스 문의 권율 위원
(070-4467-2787. ictaward@wirelink.co.kr)

STAFF

박승진(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ICT AWARD KOREA 추진위원장

김관식(디지털 인사이트 편집인)심사추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