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1： 신규 이용자 등록 절차

▶P.4： 작품 응모 절차(사진 부문)

▶P.8： 작품 응모 절차(동영상 부문)

<내용>

▶P.12：응모한 작품을 취소하는 방법

응모 가이드



신규 이용자 등록 절차

1



2

‘신규 등록(내 계정 작성)’을
누릅니다.

응모 요항을 확인하신 후,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동의’를 누릅니다.

１

2

3

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보내기’를 누릅니다.

기입하신 메일 주소로 니콘 포토 콘테스트 운영사무국이 보낸 ’니콘 포토 콘테스트 2022-2023 이용자
등록용 URL 안내’ 메일이 도착하면 기재된 URL에 접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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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등록(내 계정 작성)’을
누릅니다.

응모 요항을 확인하신 후,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동의’를 누릅니다.

１

2

3

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보내기’를 누릅니다.

기입하신 메일 주소로 니콘 포토 콘테스트 운영사무국이 보낸 ’니콘 포토 콘테스트 2022-2023 이용자
등록용 URL 안내’ 메일이 도착하면 기재된 URL에 접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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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등록’을 눌러 주십시오. 
(등록된 내용은 ‘이용자 정보
편집’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이후 재방문 시 등록하신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눌러내 계정 에 로그인해
주십시오.

7



작품 응모 절차(사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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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로그인 후 홈 화면에 있는
메뉴에서 ’작품 응모’를
누릅니다.

3

응모하실 ’부문: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후 ’다음’을 누릅니다.

2

작품 규정과 주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파일 추가’를 눌러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십시오.

■ 1장의 사진 작품(단컷)을 응모하실 경우

응모하실이미지데이터를 업로드하신
후이미지정보와 작품 등록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 2~5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작품(묶음
사진)을 응모하실 경우

첫 번째이미지데이터를 업로드하신 후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에
이어지는이미지데이터를 연속으로 업로드해
주십시오. 각이미지데이터의이미지정보, 작품 등록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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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모하실 작품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4

Sample



8

입력하신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응모’를
눌러 주십시오.

5

Sample



작품 응모 절차(동영상 부문)

9



1

로그인 후 홈 화면에 있는
메뉴에서 ’작품 응모’를
누릅니다.

3

응모하실 ’부문: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후 ’다음’을 누릅니다.

2

3

작품 규정과 주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썸네일의 프레임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 ‘파일 추가’를 눌러 동영상을
업로드해 주십시오.

※ 업로드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11

응모하실 작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 업로드가 완료되면 동영상 파일
변환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변환 중에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없으나 정보
입력은 가능합니다.

※ 변환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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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력하신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응모’를
눌러 주십시오.

5

Sample



응모한 작품을 취소하는

방법(사진 부문·동영상 부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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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로그인 후 홈 화면에 있는
메뉴에서 ’응모 작품
일람(응모 취소)’을
누릅니다.

3

응모를 취소하고 싶은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Sample

Sample



15

3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응모
취소하기’를 누르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 작품을 취소하지 않고 문자
정보만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편집’을 눌러 주십시오.

Sa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