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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가 다시 저물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중앙광고대상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광고주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중앙광고대상은 올해 52회를 맞았습니다. 중앙일보는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중입니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최초의 온라인 사이트 개설, 가로쓰기, 섹션신문, 선데이 창간, 디지털 혁신 등 한국 신문업계

의 혁신을 주도해왔습니다. 중앙광고대상 역시 그동안 뉴스타일 애드, 랩핑 광고 등을 통해 광고의 혁신에 앞장

서며 최고의 공정성과 권위를 확보해왔습니다.

중앙광고대상은 올해도 ‘독자와 함께 하는 중앙광고대상’이 되기 위하여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독자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독자투표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가 많은 1만2000여 명의 독자가 참여했고, 그 결과를 

심사에 40%를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전문 심사위원은 물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중앙일보 독자들의 선택을 받으셨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시국은 어수선하고 경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소비자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콘텐트와 광고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신문광고는 불신의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

는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후원하고 최고의 권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올 해 최고의 신문광고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광고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광고의 창의성

을 향상시키신 분들입니다. 올해 최고의 광고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52회 중앙광고대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

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준  발행인

제 52회 중앙광고대상

인사말

제 52회 중앙광고대상 수상작

구분 광고주 광고내용
올해의 대상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부
문
별

최
우
수
상

브랜드 LG 에너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기업PR SK 해내겠습니다 OK! SK

마케팅 KT GIGA가 만드는 더 큰세상, 함께 하실래요? 

크리에이티브 한국도로공사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당신만 혼자 죽지 않습니다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시승의 새로운 기준 

금융 신한은행 18번째 이에우, 141의 사랑해 

유통 롯데백화점 나라사랑 사은대축제 

패션뷰티 아모레퍼시픽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대학 숭실대학교 숭실이 우리 민족의 내일을 그립니다 

헬스 대웅제약 문제는 간피로 

교육 윤선생 똑같은 마음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뉴스타일애드상
구찌코리아 GUCCI

신한카드 세상을 내 판으로 만들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숙명여자대학교 Be the Queen 

와이즈만 영재교육 교실에서 눈에 띄는 와이즈만 아이들 

덕성여자대학교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교육 선도대학

OOH부문상 혼마골프 100타는 이제 그만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코리아중앙데일리

올해의 광고상 SK 해내겠습니다 OK! SK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코웨이 Life. Care. 

베스트마케팅상 신한금융투자 선수교체 

그랜드상 에어프랑스 CHAMPAGNE FOR ALL!

플래티넘상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골드상 KB국민은행 KB Kookmin Bank is taking 
the lead in CIB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I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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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카피라이터로 존경받는 존 케이플스(John Caples)의 견해

다. 시대에 따라 세상이 변해도,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호기

심 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급속히 변하는 매

체환경 속에서도 전통적 광고매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신문광고가 소중한 까닭

이다. 그리고 중앙광고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대변해 준다.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 중앙광고대상은 올해로 52회째다. 중앙광고대상이 반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업 발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우리 경제의 

발전 모습과 문화를 동시대적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기록하는 사초(史草)의 역할

도 중앙광고대상의 몫이었다. 올해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 약 1만2000명의 독자가 참여했다. 

독자투표를 40%, 광고대행사 실무국장급 14명의 전문가온라인평가를 40%,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20% 심사에 

반영했다. 지난해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독자들이 평가에 참여해 심사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도 이번 중앙

광고대상의 진일보한 모습이다. 심사 결과, 11개 부문별 최우수상과 뉴스타일애드상,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그

리고 OOH부문(옥외광고)상의 수상작들이 선정됐다. 중앙광고대상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대상은 SK텔레콤의 

‘연결 그것은 해결’이 차지했다. 올해로 3년째 영광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제 52회 중앙광고대상의 특징은 뉴스타일 애드와 미러미디어 등 OOH부문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포함한 새로운 매체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급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광고의 효율성과 효과 

제고를 위한 중앙일보의 노력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제 52회 중앙광고대상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독자 심사위원들과 전문가 심사위원들, 중앙일보와 중앙광고대

상을 성원해 주시는 모든 독자와 광고인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서 중앙광

고대상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중앙일보 경영진과 광고본부 임직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 내

년 제53회 중앙광고대상은 더 많은 독자들과 광고인들의 관심 속에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명천  심사위원장/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성명 가나다순

광고는 호기심·정보력… 심사 참여한 독자 작년 2배

제 52회 중앙광고대상

심사위원장 심사평

제 52회 
중앙광고대상
전문심사위원

이름 회사명 직급

강상욱 SK플래닛 팀장

권정남 제일기획 프로

권현선 대홍기획 팀장

남혜아 스타컴 E.C.D

박건호 이노션월드와이드 국장

배금별 이노션월드와이드 국장

백승엽 TBWA코리아 국장

서상록 SK플래닛 플래너

신철상 웰콤퍼블리시스 VP

이광현 대홍기획 팀장

이상권 HS애드 국장

이채훈 제일기획 팀장

조형준 엘베스트 국장

피재승 TBWA코리아 국장

전국에서 11,960명의 독자가 온라인 모바일 투표에 참여독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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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재하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전혀 관계 없었던 두 대상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만나 시너지를 발휘

하고, 이제껏 풀지 못했던 일상의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비자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은 ‘연결’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우리가 가진 

‘연결의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에 없던 기회를 제공하고, 행

복과 기쁨을 공유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을 시작으로, ‘연결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연결의 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일보 광고대상을 수상한 ‘연결은 해결’편은 연결의 시대 속 SK텔레콤의 의지와 비전을 잘 담고 있

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라인 드로잉으로 연결하여 세상의 모

든 것을 연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는 물론, ‘연결’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통해 삶의 기쁨으로 까지 연결하겠다

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간 그 누구보다 더 빠른 연결, 더 넓은 연결을 만들어 온 것처럼,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초연결 사

회를 리드하는 대표 기업으로서의 노력을 더 하고, 그 연결로서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되고 사람들 누구나 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혁신과 동행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끝으로 3년 연속 SK텔레콤에 수상의 영광을 주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과 광고대상 내/외부 심사위원 및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SK텔레콤 ‘연결은 해결’편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중앙일보 부문

2016 올해의 대상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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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GIGA가 만드는 더 큰 세상, 함께 하실래요? 

한국도로공사 

뒷자석 안전띠 미착용 당신만 혼자 죽지 않습니다

LG 

에너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SK

해내겠습니다 OK! SK

2016년 7월 16일 토요일23 전면광고

제16001호 40판    

2016년 4월 29일 금요일32

1     2     3     4     5     6

전면광고

제15934호 40판    

2016년 4월 29일 금요일32 전면광고

제15934호 40판    제16063호 40판    

2016년 9월 30일 금요일전면광고B7
2016년 8월 29일 월요일7 전면광고

제16038호 40판    

2016년 4월 8일 금요일7 전면광고

제15916호 40판    

2016년 5월 31일 화요일11 전면광고

제15961호 40판    

브랜드 마케팅기업PR 크리에이티브

중앙일보 부문

부문별 최우수상
중앙일보 부문

부문별 최우수상

Ⅰ. AIIB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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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8번째 이에우, 141의 사랑해

르노삼성자동차 

시승의 새로운 기준 

롯데백화점 

나라사랑 사은대축제 

금융자동차 유통

중앙일보 부문

부문별 최우수상
중앙일보 부문

부문별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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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문제는 간피로 

윤선생 

똑같은 마음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숭실대학교 

숭실이 우리 민족의 내일을 그립니다 

2016년 9월 26일 월요일32

1     2     3     4     5     6

전면광고

제16059호 40판    

2016년 9월 26일 월요일32 전면광고

제16059호 40판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9 전면광고

제16071호 40판    

패션뷰티 헬스대학 교육

중앙일보 부문

부문별 최우수상
중앙일보 부문

부문별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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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세상을 내 판으로 만들다

구찌코리아

GUCCI

중앙일보 부문

뉴스타일애드상
(Cover Wrapping) 

중앙일보 부문

뉴스타일애드상 
(Bridge Fl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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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교육 선도대학

혼마골프

100타는 이제 그만 

숙명여자대학교 

Be the Queen 

와이즈만 영재교육

교실에서 눈에 띄는 와이즈만 아이들 

제16022호 40판    1     2     3     4     5     6

2016년 8월 10일 수요일8 전면광고

제16022호 40판    

중앙일보 부문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중앙일보 부문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중앙일보 부문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중앙일보 부문

OOH부문상
(Out of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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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해내겠습니다 OK! SK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올해의 광고상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중앙SUNDAY 부문 중앙SUNDAY 부문

코웨이

Life. Care. 

신한금융투자 

선수교체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베스트마케팅상

2016년 8월 29일 월요일7 전면광고

제1603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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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에어프랑스

CHAMPAGNE FOR ALL!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그랜드상 플래티넘상

KOREA JOONGANG DAILY 부문 KOREA JOONGANG DAILY 부문

KB국민은행

KB Kookmin Bank is taking the lead in CIB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IFEZ

골드상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