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광고대상 수상작 리스트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17년 제 53회 중앙일보 부문 대상 SK텔레콤 SEE YOU TOMORROW 

최우수상(기업PR)  SK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캠페인 

최우수상(마케팅) KT 5G 기술. 들어갑니다 

최우수상(금융) 신한은행 Do first, Be the NEXT 

최우수상(유통) 롯데백화점 LOTTE Grand festa 

최우수상(패션) 버버리 BURBERRY 

최우수상(뷰티) 아모레퍼시픽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최우수상(대학) 국민대학교 세상을 구하라! 

최우수상(교육) 미래엔 세상을 답하다 

최우수상(헬스) 대웅제약 이제 팩트로 확인하세요, 우루사의 힘! 

최우수상(크리에이티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신의 한 숨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신한카드 DBDB DEEP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KT&G 더 큰 세상으로 뻗어갑니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SK하이닉스 한 장 한 장 가을을 넘기듯 

베스트 콜라보레이션상 숭실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융복합 리더를 키웁니다 

OOH 부문상 와이드앵글 가을골프는 사랑이죠! 

중앙선데이 부문 올해의 광고상 SK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캠페인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SK이노베이션 2017년 Big Picture of innovation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코웨이 COWAY Trust 

베스트 마케팅상 신한금융투자 리자드 

코리아중앙데일리 부문 그랜드상 SK이노베이션 We never stop innovating for the future 

플래티넘상 신한금융지주 I am shinhanese 

골드상 LG화학 Welcome to a Brighter Future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lobal Business Frontier IFEZ 

2016년 제 52회 중앙일보 부문 올해의 대상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최우수상 (브랜드) LG 에너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최우수상 (기업PR) SK 해내겠습니다 OK! SK 

      최우수상 (마케팅) KT GIGA가 만드는 더 큰 세상, 함께 하실래요?  

      최우수상 (크리에이티브) 한국도로공사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당신만 혼자 죽지 않습니다  

      최우수상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시승의 새로운 기준  

      최우수상 (금융) 신한은행 18번째 이에우, 141의 사랑해  

      최우수상 (유통) 롯데백화점  나라사랑 사은대축제  

      최우수상 (패션뷰티) 아모레퍼시픽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최우수상 (대학) 숭실대학교  숭실이 우리 민족의 내일을 그립니다  

      최우수상 (헬스) 대웅제약 문제는 간피로  

      최우수상 (교육) 윤선생  똑같은 마음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뉴스타일애드 구찌코리아 GUCCI 

      뉴스타일애드 신한카드  세상을 내 판으로 만들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숙명여자대학교  Be the Queen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와이즈만 영재교육 교실에서 눈에 띄는 와이즈만 아이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덕성여자대학교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교육 선도대학 

      OOH부문상 혼마골프 100타는 이제 그만  

    중앙선데이 부문 올해의 광고상 SK 해내겠습니다 OK! SK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코웨이 Life. Care.  

      베스트마케팅상 신한금융투자  선수교체  

    코리아중앙데일리 부문 그랜드상 에어프랑스 CHAMPAGNE FOR ALL! 

      플래티넘상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골드상 KB국민은행 KB Kookmin Bank is taking the lead in CIB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IFEZ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15년 제 51회 중앙일보 올해의 대상 SK텔레콤 연결의 무전여행 

창간 50주년 특별공로상 삼성 - 

최우수상 (캠페인) 수상작 없음 - 

최우수상 (크리에이티브) BMW 드라이빙 럭셔리 

최우수상 (PR&공익) LG화학 앞선 기술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최우수상 (자동차) 아우디코리아 드라이빙 감각까지, 기술로 

최우수상 (유통) 롯데백화점 광복 70년 나라사랑 대축제 

최우수상 (금융) 신한은행 더 살 맛 나는 금융 

최우수상 (교육) 숙명여대 겸인지용, 호연지기 

최우수상 (교육) 윤선생 누구나 영어우등생 

최우수상 (헬스) 대웅제약 활성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숭실대 통일 미래를 이끄는 힘이다 

베스트 마케팅상 신한카드 존재감은 한 면으로 충분하다 

베스트 글로벌 파트너십상 로시스카야 가제타 RBTH - 

중앙선데이 올해의 광고상 SK텔레콤 연결의 무전여행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단국대 단국, 더하다 

베스트 마케팅상 신한금융투자 고객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해야 진짜 프로 

베스트 마케팅상 코웨이 듀얼파워 공기청정기 

코리아중앙데일리 그랜드 LG화학 Chemicals make up everything you can dream of 

플래티넘 에어프랑스 FRANCE IS IN THE AIR 

골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Creative City with global competitiveness 

 

2014년 
 

제 50회 
 

반세기 베스트 
 

대상 
 

삼성 
병원,제약 동아제약 

건설 삼성물산 

금융 현대카드 

교육 윤선생 

식음료 서울우유협동조합 

유통 롯데백화점 

자동차 현대자동차 

전자,통신 KT 

패션,뷰티 아모레퍼시픽 

중앙일보 올해의 광고대상 SK텔레콤 ICT 노믹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신한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미래는 봄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서울시립대 법 한 공기 

베스트 마케팅상 시몬스 돌출광고 시리즈 

베스트 마케팅상 FMK 마세라티 Q4 

베스트 마케팅상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베스트 마케팅상 창의와 탐구 와이즈만 영재교육 

베스트 마케팅상 신한카드 신한카드 Code9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 아우디 코리아 Audi quattro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 단국대학교 단국, [경쟁력]을 더하다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 청담러닝 Your own 

중앙선데이 올해의 광고상 포스코 시간이 흘러도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베스트 마케팅상 신한금융투자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코웨이 창문을 넘는 초미세먼지도 코웨이는 절대 넘지 못한다 

코리아중앙데일리 그랜드 KB금융지주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골드 인천대학교 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국립 인천대학교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르노삼성자동차 유러피언 프레스티지, 그 찬란한 시작, S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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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 49회 

 
중앙일보 

 
대상 

 
삼성전자 

 
풀HD보다 4배 더 디테일한 UHD화질의 자신감으로 당신의 눈 앞에 불러오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코웨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자! 

베스트 마케팅상 일동제약 아로나민 50년 국민건강 50년 

최우수상 (기업PR) SK텔레콤 1초를 위한 10년 

최우수상 (전자,통신) SK텔레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A 

최우수상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인류는 언제나 별을 동경해왔다. 그것이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최우수상 (금융) 현대캐피탈 건강보험료,자동차보험료,세금이 줄어들었다. 자동차로 돈벌었다 

최우수상 (유통) 신세계 백화점 5월의 러브 스토리 

최우수상 (인프라)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그 끝이 보입니다 

최우수상 (대학)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의 교내외 정보와 이슈를 전달하는 돌출광고 모음 

최우수상 (교육,출판) 윤선생 집중하는 척! 따라하는 척! 이해하는 척! 딱, 걸렸다! 

최우수상 (패션,뷰티) 루이비통 (LOUIS VUITTON) L'INVITATION AU VOYAGE-LE LOUVRE- 

최우수상 (생활,레저) 밀레 (MILLET) 한벌의 자켓 두개의 DNA 

최우수상 (헬스) 동국제약 독일 맥주공장 노동자들의 모발은 왜 풍성했을까요? 

중앙SUNDAY 올해의 광고상 현대차그룹 내 인생 가장 뜨거운 열흘이 거기 있었습니다 

베스트 마케팅상 코웨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자! 

크리에이티브상 SK SK가 사회적 기업과 함게 합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 그랜드 LG화학 LG CHEM, For every step of advanced technology 

플래티넘 두산그룹 젊은 청년에게 두신이 하고 싶은 열한번째 이야기 

골드 KB금융그룹 국민의 행복한 내일 튼튼한 금융, KB가 함께 합니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The IFEZ has worked tirelessly over the past 10 years 

 
2012년 

 
제 48회 

 

중앙일보 
 

대상 
 

삼성 
 

뜨거웠던 여름밤,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KB금융그룹 KB와 함께한 연아,연재의 꿈! 국민의 행복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최우수상 (기업PR) 현대모비스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최우수상 (전자,통신) KT LTE WARP는 쓰고 걸고 받고 쓰고 보고 듣고 찾고 쓰고 또 쓴다 국내최대니까 

최우수상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와 달린다면 어떤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최우수상 (금융) KB국민카드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카드혜택을 내맘대로 조절한다 혜담카드 

최우수상 (유통) 롯데백화점 2012년에도 당신을 기쁘게할 행복 메신저 백화점 롯데입니다 

최우수상 (건설) 포스코건설 더샵,아파트를 넘어 도시를 짓다 

최우수상 (대학) 숭실대학교 숭실다움.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힘 

최우수상 (교육,출판) 비상교육 겨울방학 수학정복,비상매쓰캔으로 집중하면 누구나 

최우수상 (패션,뷰티) 피아제 (PIAGET) ULTIMATE DESCRETION 

최우수상 (생활,레저) 코오롱 스포츠 아빠의 캠핑이 시작됐다. 아이의 세상이 넓어졌다 

최우수상 (헬스) 동아제약 피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당신은 피를 위해 무얼하셨습니까? 

최우수상 (New Style AD) 밀레 (MILLET) 진실을 만나다 밀레 

특별공로상 대학연합 대학연합광고 

중앙SUNDAY 올해의 광고상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 얼음탱크 본 적 있으세요? 

크리에이티브상 KT LTE WARP는 쓰고 걸고 받고 쓰고 보고 듣고 찾고 쓰고 또 쓴다 국내최대니까 

코리아중앙데일리 그랜드 대한항공 황금빛 도시에서 찾는 평화, 미얀마 

플래티넘 두산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아홉번째 이야기 

골드 SK텔레콤 열 살 소녀는 꿈꿨고 스물네 살 최나연은 이뤘습니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르노삼성자동차 SM5와 함께라면 그곳이 나만의 콘서트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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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 47회 

 
중앙일보 

 
대상 

 
신세계그룹 

 
자연이 준 신세계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SK 행복의 방법을 나눕니다 

최우수상 (건설) 대림산업 고집스러운 생각이 만드는 차이 10cm의 진심 

최우수상 (공공기관,단체) 한국방송광고공사 뽑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최우수상 (교육,출판) 잉글리쉬무무 Prammar가 입을 떼게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금융) 현대카드 새로운 카드는 계속 나온다 

최우수상 (기업PR) 두산그룹 젋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네 번째 이야기 

최우수상 (대학) 국민대학교 6월25일, 창성동 플라타너스가 국민에게 말합니다 

최우수상 (식음료,주류) 카페베네 뉴욕을 꿈꿔라! 

최우수상 (아웃도어) LS네트웍스 (몽벨) 당신을 겨울산으로 초대합니다 

최우수상 (유통) 롯데백화점 롯데에서 만나는 행복한 사랑 이야기 

최우수상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그동안 바라만 보았던 SM7이 드디어 당신께 다가옵니다 

최우수상 (전자) 삼성전자 당신을 여유롭게 만드는 1.2GHz 듀얼코어의 놀라운 속도 

최우수상 (통신서비스) KT 3G는 물론 WIFI까지 무제한! 

최우수상 (패션,코스메틱) 유니클로 입는 것만으로 자외선 90% 차단 

최우수상 (헬스) 룡플란트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룡플란트가 있습니다 

최우수상 (New Style AD) 현대자동차 잘나가는 그들에겐 뭔가 믿는 '백'이 있다 

중앙선데이 올해의 광고상 하나대투증권 사자의 코털과 아버지의 퇴직금은 절대로 건드리지마라!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지구를 위한 녹색혁신을 시작하다 

크리에이티브상 두산그룹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 

중앙데일리 그랜드 SK Writing greater happiness with you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KB금융지주 Korea's Best KB Financial Group 

플래티넘 SK텔레콤 가능성을 만나다. SK텔레콤 

골드 우리금융지주 At the Forefront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골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지구를 위한 녹색혁신을 시작하다 

신인상-대상 신미정(한성대) / 에너지 절약 

신인상-우수상 오종길 외 2명(충남대) / 중앙일보, 세상을 열다 

신인상-우수상 신호진(서울사이버대) / 에너지 절약-눈에 보이시나요? 

신인상-입선 송현정,김현진(룩옵티스) / 새로운 찬스 

신인상-입선 김중현 외 3명(동국대 외) / 사방치기 

신인상-입선 임연희 외 2명(한밭대) / 공정한 신문 중앙일보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10년 

 
제 46회 

 
중앙일보 

 
대상 

 
현대카드 

 
make. Break. Make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신세계 이마트 1등 이마트의 가격과 품질은 누구도 따랑올 수 없습니다 

소비자인기상 LG전자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최우수상 (건설) 현대건설 누구나 자신만의 STATE가 필요하다 

최우수상 (금융) 삼성카드 나는 한번도 공주 대접 받아본 적 없다 

최우수상 (기업PR) SK 당신이 행복입니다 

최우수상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이 리본합니다 

최우수상 (식음료,주류) CJ 막걸리를 돕자 

최우수상 (유통,레저) 프로스펙스 워킹은 가장 쉬운 스포츠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스포츠입니다 

최우수상 (자동차) 현대자동차 인생에 스타일 하나는 남겨라 

최우수상 (전자) 삼성전자 삼성파브, 세계표준 3D로 진짜로 더 다가서다 

최우수상 (제약,병원,바이오) 동아제약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최우수상 (통신 서비스) SK텔레콤 당신과 SK텔레콤의 알파라이징이 시작됩니다 

최우수상 (패션,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다시 쓰는 여자 이야기 

최우수상 (학습지,학원) Toss English 영어, 귀가 열려야 모국어가 됩니다 

최우수상 (New Style) 스바루 진정 달릴 줄 아는가. 그렇다면 지금 스바루를 경험하라 

중앙선데이 올해의 광고상 하나대투증권 누굴까? 하나대투의 놀라운 성장에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상 LG LG는 사랑입니다 

소비자인기상 현대모비스 상상의 기술을 더해 꿈을 현실로! Driving science 

중앙데일리 그랜드 KT 5,000만 붉은 T셔츠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보내자! 그 생각이 olleh입니다 

플래티넘 두산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세번째 이야기 

골드 SK에너지 SK에너지는 미래를 달릴 에너지를 생각했습니다 

골드 외환은행 MY SMART PARTNER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쌍용건설 Hello! New Singapore 

신인상-대상 이미주(동서대) / 마음껏 마실 水 없게 됩니다 

신인상-우수상 김중현 외 2명(동국대 외) / 개발의 속도만큼 온난화는 빠르게 다가옵니다 

신인상-우수상 김혜림(서울시립대) /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중앙일보를 볼게요 

신인상-입선 강태은,우정아(룩옵티스 마케팅본부) / 서로 다르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신인상-입선 강태은,우정아(룩옵티스 마케팅본부) / 오.디.세.이.아 / 돈.키.호.테 

신인상-입선 김가론(전남대) / 헌혈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신인상-입선 신미정(한성대) / 무심코 한 번 더 누르면 물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신인상-입선 김정길(동서대) / 알맹이만 쏙 뺐다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09년 

 
제 45회 

 
중앙일보 

 
대상 

 
삼성전자 

 
센스, 난 돼지코 없이 All Day Long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SK 당신이 행복입니다 

소비자인기상 롯데백화점 롯데 슈어홀릭 페스티벌 

최우수상 (건설) 삼성물산 인처대교처럼 지어주십시오 

최우수상 (금융) 교보생명 나의 노후가 또렷하게 보이는 연금보험 

최우수상 (기업PR) 현대모비스 Driving Science 

최우수상 (대학) 서강대학교 Mr.MIT! 우리 때문에 아이디어 좀 더 내야 할 걸? 

최우수상 (소비재) 프로스펙스 성장호르몬 촉진을 생각합니다-프로스펙스 GH+ 

최우수상 (자동차) 기아자동차 확 달라진 기아, 당신을 놀라게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최우수상 (전자) 삼성전자 버블로 온 세상을 하얗게,하얗게! 

최우수상 (정보통신기기) LG전자 PRADA 

최우수상 (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다시 쓰는 여자 이야기 

최우수상 (통신서비스) KT QOOK,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우수상 (학습지,학원) 유니북스 아직 못 놀라신 어머님들을 위해 재방송합니다 

최우수상 (New Style) 삼성전자 파브,LED하이퍼리얼화질 

중앙선데이 올해의 광고상 SK에너지 SK에너지, 땅 위에서 미래의 에너지를 찾다 

크리에이티브상 동아제약 박카스 한 병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인기상 SK텔레콤 지금,세계인들이 내일의 기술을 만나러 대한민국을… 

중앙데일리 그랜드 SK We warmly welcome all ASEAN leaders to Jeju Island 

플래티넘 아시아나항공 대한민국 민항역사 60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골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ouchdown for success 

신인상-대상 남정민(동국대) / (New Style) Air를 들고 계시는군요? 

신인상-우수상 최승균 외 3명(경희대 외) / (New Style) 보고만 있으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신인상-우수상 신미정,신지영(한성대 외) / (New Style) 신문의 장점 

신인상-입선 오창호 외 3명(세종대 외) / (공익) 술이 독이 된다? 술이 사람을 막는다? 

신인상-입선 오인호(건국대) / (공익) 외톨이 

신인상-입선 김건욱,정보영(경성대) / (공익) 아껴쓰면 힘이 됩니다! 

신인상-입선 김병혁 외 3명(연세대 외) / (공익) 당신의 한마디, 디딜 곳입니다 

신인상-입선 유진우(건국대) / (공익) 도미노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08년 

 
제 44회 

 
중앙일보 

 
대상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 

 
IXUS Code : 움직임이 딱 찍힌다 

중앙일보 최우수상 KT IT로 꿈을 이뤄가는 세상, IT서포터즈의 희망입니다 

JMnet 최우수상 삼성전자 수요일의 아빠, 선생님이 되다 

최우수상 (캠페인) SK텔레콤 태안을 向합니다 

최우수상 (기업PR) LG LG는 사랑입니다 

최우수상 (가전전자) 위니아만도 또 하나의 오리지널, 2009년형 딤채 출시! 

최우수상 (부동산) 삼성물산 하늘도 신대륙이다. 바다도 신대륙이다 

최우수상 (정보통신) KTF 내 삶의 혁명가였다. SHOW 

최우수상 (자동차) 현대자동차 인생은 짧다. 2008년 9월 또 하나의 제네시스 

최우수상 (금융)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펀드가 뿔났다 

최우수상 (New Style AD) LG전자 높이 나는 바람이 더 멀리간다! 휘센 9m 롱파워 바람 

최우수상 (소비재)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최우수상 (대학) 중앙대학교 뿌리 깊은 학문으로 세계의 중앙에 서다! 

최우수상 (인터넷) SK브로드밴드 SEE THE UNSEEN 

최우수상 (학원,학습지) 삼성출판사 초등참고서 가격혁명! 

중앙선데이 그랜드 두산중공업 여기에 환한 행복을 더합니다 

플래티넘 포스코 철은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골드 페라가모 코리아 Savatore Ferragamo 

중앙데일리 그랜드 SK에너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플래티넘 KB국민은행 2008 KB Marine Boy 

골드 현대캐피탈 모하비와 클라스오토의 관계를 물으신다면 

온라인 (Joins.com) 베스트 클릭 크리에이티브 한국휴렛팩커드 가상화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신인상-대상 김규연(단국대) / (환경) 몇 년 근일까요? 

신인상-우수상 장한나 외 2명(광주대) / (공익) 가르쳐 주지 마세요 

신인상-우수상 유진우(건국대) / (공익) 값진 땀이 눈물이 됩니다 

신인상-입선 김미선(세종대),신미정(한성대) / (환경) 우리집은 냉동 중? 

신인상-입선 고경환 외 2명(건국대) / (중앙SUNDAY) 죄송합니다 

신인상-입선 임대진 외 2명(건국대) / (공익) 빨간날이라고 부르시나요? 

신인상-입선 이현성(서울산업대) / (중앙SUNDAY) 좁아서 넓게 보이는 신문 

신인상-입선 김태우(건국대) / (공익) 하수와 고수의 차이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07년 

 
제 43회 

 
중앙일보 

 
대상 

 
삼성 

 
고맙습니다 캠페인 

소비자인기상 현대모비스 당신의 길에도 함께 가는 동행이 있습니까? 

최우수상 (캠페인) SK텔레콤 사람을 향합니다 

최우수상 (기업PR) SK 2007년 중앙일보에는 행복한 이야기만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수상 (가전전자) 삼성전자 Enjoy Wide 

최우수상 (부동산) 삼성물산건설 김중만 작가의 버즈 두바이 편 

최우수상 (정보통신) KTF 세상에 없던, 세상이 기다리는 SHOW가 시작된다 

최우수상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나는 SM5에서 어머니를 느꼈다 

최우수상 (금융) 현대카드 M으로부터 V까지-알파벳 카드의 새로운 길 

최우수상 (New Style AD) 아시아나항공 Energy of Saekdong 

최우수상 (소비재) 루이비통 고르바초프 편 

최우수상 (대학) 광운대학교 국내 1호 로봇게임단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최우수상 (학원,학습지)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는 ( )이다 

중앙데일리 그랜드 LG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 

플래티넘 현대산업개발 I'PARK vs. iPOD 

골드 SK Wings of Happiness 

중앙데일리 신인상-대상 조용호,장기훈 / 매주 일요일은 쉽니까? 

신인상-우수상 최건웅,하고운(서울시립대 외)/ 일요일 아침 당신이 펼쳐보는 신문은? 

신인상-우수상 강연철 외 3명(대구대) / 일주일의 모든 정보, SUNDAY로 모이다! 

신인상-입선 박지환(연세대) / 신문으로 즐기는 여유로운 일요일 

신인상-입선 유진우(건국대) / Good bye, 쇼파! Good bye, TV! 

신인상-입선 신경섭 외 3명(아주대 외) / 일요일은 중앙이다 

신인상-입선 고동우 외 3명(협성대 외) / 내가 쉬는 날, 세상은 쉬지 않는다! 

신인상-입선 정호균 외 3명(조선대 외) / 한 주의 영양가만 골라 담았습니다 

 
2006년 

 
제 42회 

 

중앙일보 
 

대상 
 

SK텔레콤 
 

사람을 향합니다 시리즈 

소비자인기상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최우수상 (대학,학습지) 종로학원 4명 중 1명은 종로학원 출신입니다 

최우수상 (소비재) 페덱스 태권도 국가대표 남윤배 선수 편 

최우수상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1분은 얼마나 큰 시간일까요? 

최우수상 (금융) 현대카드 Dare to be the Purple? 

최우수상 (정보통신) KT 공중전화는 당신의 아이디어에 기대고 싶습니다 

최우수상 (기업PR) 금호아시아나 아름다운 기업을 다짐합니다 

최우수상 (전자,가전) 위니아 작고 강하다, 위니아 

최우수상 (건설,부동산) 남강토건 한강 라이벌 

캠페인상 KTF 생각을 이동하라 

뉴스타일AD상 나이키 투혼 

영어신문 그랜드 LG 파리 젊은이들을 매혹시키는 브랜드 LG 

플래티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미래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골드 국민은행 글로벌 리딩뱅크 

중앙일보 이미지 광고 신인상-대상 김미진(우송대) / 눈,귀,입 시리즈 

신인상-우수상 유은정(연세대) / 중앙을 넘어 

신인상-입선 장성욱(건국대) / 중앙을 펼치면, 세상이 보인다! 

신인상-입선 이명섭 외 3명(협성대) / 쉼이 되는 중앙일보 

저출산,고령화 공익 캠페인 광고 신인상-대상 서정화 / 우리의 2세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신인상-우수상 조용호 / The End? 

신인상-입선 박진현(경일대) / 행복 충전, 행복 안테나 

신인상-입선 권경철(우송대) / 이순신 장군 편 

신인상-입선 윤정원 외 2명(서울여대) /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05년 

 
제 41회 

 
중앙일보 

 
대상 

 
현대카드 

 
블랙카드 

미디어 믹스상 SK텔레콤 사람을 향합니다 시리즈 

소비자인기상 포스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최우수상 (대학,학습지) 예스셈 앵무새 

최우수상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프리미엄 패키지 시리즈 

최우수상 (정보통신) 레인콤 딕플 

최우수상 (전자,가전) 삼성전자 파브, 밝은 곳에서도 

최우수상 (소비재)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 

최우수상 (금융) 현대카드 S가 후원합니다 

최우수상 (기업PR) 삼성전자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민족, IT강국을 만들다 

최우수상 (부동산,건설)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의 벙커는 

신인상-대상 이성하 외 3명(연세대 외) / 거북이 편 

신인상-우수상 서현정 외 3명(세종대 외) / 종이컴 등뼈 편 

신인상-입선 방현석 외 3명(성균관대) / 자동차 배기구 빨대 편 

신인상-입선 김은경 외 3명(수원대) / 세상을 만나는 자리 

신인상-입선 하미희 외 2명(강남대) / 모으면 자원입니다 

신인상-입선 신영민 외 3명(열린사이버대 외) / 환경테러범 

신인상-입선 김주호 외 3명(상지대) / 대한민국의 거울 중앙일보 

 
2004년 

 
제 40회 

 
중앙일보 

 
브랜드 대상 

 
삼성 

 
어느 새 참 많이 변했죠? 

크리에이티브 대상 LG전자 XCANVAS 한 획을 그었습니다 

마케팅 대상 SK텔레콤 투모로우 팩토리 

소비자인기 대상 서울우유 사랑한다면,하루 세번 

부문상 (금융,보험) AIG손해보험 월 2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1년 내내 효도하세요 

부문상 (건설,부동산) 세양건설산업 이상적인 신주거문화 창출을 향한 세양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부문상 (디지털,정보통신) KTF 지금도 많은 011 고객이 옮기고 계십니다 

부문상 (자동차) GM대우 난, 매그너스에 푹 빠졌다! 

부문상 (가전) 삼성전자 국내 유일, 하우젠 은나노 

부문상 (식음료,생활용품) 디아지오 코리아 화려하게 번지는 깊은 유혹.. 윈저17 

부문상 (웰빙) 태평양 설화수와 옥장 장주원의 아름다운 한국이야기-白 

부문상 (출판,학습지) 현대영어사 석현이는 어떻게 3년만에 영어자유인이 되었을까요? 

부문상 (사회공헌) 파라다이스그룹 파라다이스를 아시나요? 

신인상-대상 이진환(국립한경대) / 한달에 1004원이면 당신도 천사 

신인상-우수상 원문재(홍익대),박영재(성균관대학원)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영양소 

신인상-입선 장미화 외 3명(동양공업전문대 외) / We Strat 복지로 희망이 피어오르는 아이들 

신인상-입선 김래경 외 3명(동양공업전문대 외) / 클릭! 한 번에 행복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인상-입선 김도원 외 3명(한국예술종합학교 외) / 내 피아노에선 소리가 안나요 

신인상-입선 김재복(홍익대) / 빛과 어둠..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인상-입선 곽동열(건국대),조용운(한양대) /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03년 

 
제 39회 

 
중앙일보 

 
대상 

 
삼성 

 
함께 가요, 희망으로 

브랜드대상 쌍용자동차 주종은 사업용으로, 주말은 레저용으로 

마케팅대상 한국휴렛팩커드 고객의 재산은 희망이자 꿈입니다 

최우수 광고주상 KT KT의 투명경영 세계가 인정 

부문상 (금융) AIG생명보험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부문상 (건설,부동산) 우림건설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1번지 

부문상 (정보통신 서비스) 삼성전자 소리에 미쳤다 

부문상 (자동차) 기아자동차 기분까지 하늘을 난다 

부문상 (사무,정밀기기) 올림푸스 MY DIGITAL STORY 

부문상 (가전) LG전자 LG트롬세탁기 

부문상 (음료,주류) 동아제약 힘내세요 박카스 

부문상 (식품) 서울우유 셀크탄생 

부문상 (생활,건강용품) 웅진코웨이 피부에 말을 걸어보세요 

부문상 (출판,교육) 한솔교육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 뭘 읽혀야 하나? 

부문상 (기업PR) 성남공원 함께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 

신인상-대상 원용호(광주대),임태윤(국민대) / 들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올바른 소리로 

신인상-우수상 김용성,현지완(한남대) / 중앙일보는 쌓이면 정보가 됩니다 

신인상-입선 이흥순(고려대) / 중앙일보는 모두가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다 

신인상-입선 홍경표(중앙대) / 하늘이 노랗고 깜깜할 때,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신인상-입선 권석민(경운대),서경현 외 2명 / 휴대용 정보바다 

신인상-입선 조은정(우송대),이중호 / 사회를 바로잡는 신문 

신인상-입선 김윤정 외 3명(건국대 외) / 또 없어졌네 

 
2002년 

 
제 38회 

 

중앙일보 
 

대상 
 

삼성전자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인기상 삼성카드 히딩크! 끝까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수마케팅상 LG전자 CYON, 스스로 빛을 내며 흐릅니다 

제작자상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광고주상 롯데백화점 당신의 백화점은 롯데입니다 

부문상 (금융) 굿모닝 신한증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부문상 (건설,부동산) 두산건설 까다로운 그녀, 위브에 산다 

부문상 (정보통신 서비스) KTF 둥근것만 보면 

부문상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SM3 

부문상 (사무,정밀기기) 삼성테크윈 눈을 보라 

부문상 (가전) LG전자 X-CANVAS 

부문상 (음료,주류) 진로 무한 순수주의 

부문상 (식품) 풀무원 하늘 아래 생명 아닌 것이 

부문상 (생활,건강용품) 소망화장품 냄새 걱정 없어서 1000만개 

부문상 (출판,교육) 대교 내 아이는 빈그릇입니다 

부문상 (기업PR) SK텔레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카피상 LG카드 백승곤(LG애드) 

중앙일보 사진상 태평양 정용선(F.e.R) 

일러스트레이션상 KT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 

신인상-금상 김이선,송미정(이화여대) / 중앙일보를 펴는 순간, 모든 시선을 나에게로 온다 

신인상-은상 김진욱 외 4명(울산대 외) / 강아지 꼬리편 

신인상-동상 이재민,박현정(부경대) / 진실한 중앙일보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2001년 

 
제 37회 

 
중앙일보 

 
대상 

 
SK텔레콤 

 
소년소녀 가장 정보화 

소비자인기상 대한항공 유럽 7개 도시 주 26회 운항 

우수마케팅상 대우건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귀하에게 

제작자상 TBWA Korea 소년소녀 가장 정보화 

광고주상 두산 산이 좋다 

부문상 (금융) 신한은행 고객이 원하는 금융세상 

부문상 (건설,부동산) 현대산업개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문상 (정보통신 서비스) 삼성전자 올 여름 좋겠다. 애니콜 가진 사람들 

부문상 (자동차) 현대자동차 폭발, 불꽃처럼 그가 온다 

부문상 (사무,정밀기기) 삼보컴퓨터 삼보야! 삼보야! 헌PC 줄께 새PC 다오 

부문상 (가전) LG전자 세계를 휩쓴 LG에어컨 휘센 

부문상 (음료,주류) 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수상 (식품) 매일유업 매일 매일 바하를 뛰어넘는 우리 아이 

우수상 (생활,건강용품) 태평양 맨 얼굴에 자신이 살아난다 

부문상 (출판,교육) 현대영어사 귀국할 때 제일 아쉬웠던 건… 

부문상 (기업PR) 삼성전자 오피스네트워크의 중심 

카피상 웅진닷컴 장현규(금강기획) 

사진상 LG전자 이봉진(탱크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션상 LG IBM 이경주(LG애드) 

신인상-금상 김민철 외 3명(호서대) / 어지러운 세상 가물가물한 미래 

신인상-은상 김의겸 외 3명(서울대 외) / 세상을 깨우는 신문 

신인상-동상 서순희(단국대),김희정(홍익대) / 허기지십니까,답답하십니까,흔들리십니까 

신인상-장려상 천익승(홍익대),서정기(한국예술종합학교) / 중앙과 함께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분노까지 함께 합니다 

신인상-장려상 임진성 외 3명(호서대) / 사이버미디어 세상의 중심에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2000년 

 
제 36회 

 

중앙일보 
 

대상 
 

삼성전자 
 

체감 디지털 

소비자인기상 대교 눈높이교육 

우수마케팅상 씨그램 17년의 기다림 

제작자상 제일기획 체감 디지털 

광고주상 데이콤 골뱅이 까 봐 

부문상 (금융) 굿모닝증권 온라인 전문 증권사 

부문상 (건설,부동산) 쌍용건설 이상 세상 

부문상 (인터넷 사이트) 캐비 공개 경쟁 

부문상 (인터넷 전자상거래) 삼성물산 좀 따지는 경매 

부문상 (정보통신 서비스) 한국통신프리텔 나만의 세상 

부문상 (자동차) 쌍용차 체어맨 

부문상 (사무,정밀기기) 한국후지제록스 디카프 

부문상 (가전) LG전자 액스캔버스 

부문상 (음료,주류) OB라거 가자 시드니 

부문상 (식품) 서울우유 서울우유 

부문상 (생활,건강용품) 태평양 이니스프리 

부문상 (출판,교육) 몬테소리 몬테소리 

부문상 (공익,기업PR) 아시아나항공 비오는 날 

부문상 (외국광고) IBM IBM 

부문상 (비주얼) SK텔레콤 세계의 문을 열겠습니다 

카피상 아시아나항공 하경숙(상암기획) 

사진상 쌍용차 이인균(온앤오프) 

일러스트레이션상 LG전자 조동완(LG애드) 

신인상-금상 원장운 외 3명(한성대 외) /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신인상-은상 김일순(카톨릭 상지대) / 속이 매운 중앙일보 

신인상-동상 김철 외 2명(인하대) / 남은 것은 중앙일보입니다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9년 

 
제 35회 

 
중앙일보 

 
대상 

 
LG전자 CU 

 
다음세대를 위한 디지털기술 

소비자인기상 삼성화재 찾아가는 서비스 

우수마케팅상 현대산업개발 묵동에서 찾았다 

제작자상 LG애드 김종립 상무보 

부문상 (은행,증권) 굿모닝증권 증권투자세계에 새아침 

부문상 (보험,기타금융) 삼성화재 찾아가는 서비스 

부문상 (건설,부동산)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목동 삼성 쉐르빌 

부문상 (정보통신) SK텔레콤 스무살의 011 TTL 

부문상 (컴퓨터)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 

부문상 (경차,소형차) 대우자동차 마티즈 

부문상 (중형,대형차) 현대자동차 에쿠스 

부문상 (레져용차) 기아자동차 카렌스 

부문상 (사무,정밀기기) 삼성항공 삼성카메라 케녹스 

부문상 (가전) LG전자 디오스 냉장고 

부문상 (전자기기) 삼성전자 애니콜 

부문상 (음료,주류) 두산 미소주 

우수상 (식품,유가공) 풀무원 자연이 빚은 첫 두부 

부문상 (생활,서비스) 한솔CSN 한솔CS클럽 

부문상 (공익,공공,기업PR) SK 행복전쟁 

부문상 (외국광고-마케팅상) 컴팩 고수야? 하수야? 

부문상 (외국광고-소비자인기상) 한국후지제록스 Hello! Nice to meet you 

부문상 (컬러) 현대자동차 2000형 EF쏘나타 

카피상 SK텔레콤 화이트 강수현씨 

사진상 삼성화재 구상모(커뮤니케이션포토) 

일러스트레이션상 한국후지제록스 황성교(휘닉스컴) 

신인상-금상 나태영 외 3명(호원대 외) / 둥근 해(J)가 떴습니다 

신인상-은상 한선영 외 2명(홍익대) / 당신의 눈을 뜨게합니다 

신인상-동상 정재국 외 3명(인덕대) / 하루의 시작, 중앙일보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8년 

 
제 34회 

 
중앙일보 

 
대상 

 
LG 

 
LG의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소비자인기상 SK텔레콤 스피드 011 국제전화 

우수마케팅상 삼성전자 애니콜PCS플립업 

제작자상 LG애드 조동완 부국장 

부문상 (금융) 삼성생명 나는 일하고 싶다! 

부문상 (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한국형 아파트 

부문상 (정보통신) LG정보통신 싸이언PCS 

부문상 (컴퓨터) LG IBM PC 씽크패드 315 

부문상 (의료,약품) 동아제약 가그린 덴트 

부문상 (서비스,유통) 농협 농산물 직거래 

부문상 (생활용품,패션) 웅진코웨이 웅진하이팩II 정수기 

부문상 (교육,출판) 재능교육 스스로학습법 

부문상 (자동차,기계) 기아자동차 파크타운 탄생 

부문상 (전기,전자) 삼성전자 삼성손빨래 수중강타 

부문상 (기업PR) 수협 2가지 안전장치 

부문상 (식음료)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부문상 (주류) 두산경월 그린소주 

부문상 (유가공) 네슬레 쎄레락 

부문상 (컬러) 진로 참나무통 맑은소주 

카피상 하나은행 이지희(웰콤) / 진정한 은행 

사진상 삼성에버랜드 서상덕(삼성에버랜드) / 썸머뮤직 페스티발 

일러스트레이션상 수상작 없음 

신인상-금상 전화수 / 꼭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신인상-은상 노창우 / 똑똑한 정보 비서관! 

신인상-동상 김지연(경인여전) / 국난 극복의 열쇠입니다 

신인상-카피상 이동준,장순모(계명대) / 중심일보, 중앙일보! 

신인상-일러스트상 이호석 외2명(호서대) / 마디마다 한눈에 정보가 보인다! 

신인상-사진상 이유영 외 3명(인덕대) / 情報가 있습니다.精報도 있습니다.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7년 

 
제 33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삼성전자 

 
또 하나의 가족 시리즈 

광고주상 대우자동차 누비라 

소비자인기상 한국야쿠르트 메치니코프 

제작자상 제일기획 신재환 이사 

부문상 (금융) 삼성생명 전화로 불러주세요 

부문상 (건설) 현대건설 新성수대교 개통 

부문상 (정보통신) SK텔레콤 디지털011 발신번호 메모 

부문상 (컴퓨터) LG IBM 인텔리전트PC, 멀티넷! 

부문상 (제약) 선경제약 트라스트 

부문상 (일반상품,유통) LG화학 황토구들장보다 낫다! 

부문상 (화장품) 태평양 레티놀 2500 

부문상 (서적) 재능교육 재능 스스로 학습 

부문상 (자동차) 기아자동차 세피아II 

부문상 (전기,전자) 대우전자 공기방울 세탁기 

부문상 (기업PR) 선경그룹 사람을 키우는 기업 

부문상 (유가공) 빙그레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것이… 

부문상 (식음료) 동서식품 동서보리차 

부문상 (주류) 조선맥주 시원한 하이트 

부문상 (컬러) 두산 OB맥주 회오리 바람 OB라거 

카피상 빙그레 박정미(웰콤) /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것이… 

사진상 두산동아 김진목(오리콤) / 글래머 한국판 창간 

일러스트레이션상 한국통신 이영훈 / 정보통신의 바다를… 

신인상-금상 박정임 외 2명(호서대) / 중앙일보가 설거지.. 

신인상-은상 박재흥 외 2명(부산대) / 세상을 보는 지혜 

신인상-동상 이혜진 외 2명 / 혼자 보긴 아까워서… 

신인상-카피상 심충선 외 3명(군산대) / 거울아! 이 세상에서… 

신인상-일러스트상 차승수 외 3명(호서대) / 정보의 바다, 중앙일보 

신인상-사진상 윤정용,원아영(한성대) / 잘익은 수박 고르기 

시사지부문 대상 LG전자 항상 곁에 있는 기술 

우수상 (금융,기업PR,서비스) 하나은행 든든한 은행에 맡겨야지 

우수상 (정보통신,전자,일반상품,기타 한솔PCS 원샷018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6년 

 
제 32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LG 

 
사랑해요 LG 

광고주상 한국이동통신 이동전화 011 

소비자인기상 애경산업 크리어 

제작자상 LG애드 조동완 

부문상 (기업PR) 씨멘스 교통시스템 

부문상 (화장품,패션) 피죤 피라클 

부문상 (정보통신) 모토로라 StarTAC휴대폰 

부문상 (식음료,유가공) 빙그레 生Q 

부문상 (유통,주류) 신세계백화점 쏙 뺐구나 

부문상 (전기,전자) 대우전자 공기방울세탁기 

부문상 (건설) 대우건설 대우아파트 

부문상 (제약) 태평양제약 케토톱 

부문상 (자동차) 기아자동차 크레도스 

부문상 (금융) 삼성생명 허니문 설계보험 

부문상 (출판) 대교 눈높이친구 

부문상 (컬러) 두산씨그램 썸싱 스페셜 

카피상 BMW 이정선(한인기획) / 뉴BMW5시리즈 

사진상 LG전자 이준(LG애드) / LG아트비젼와이드 

중앙일보부문 일러스트레이션상 프로스펙스 조희범(웰콤) / 프로스펙스 텐트촌 

신인상-금상 한국이동통신 박재경,강경조(신흥전문대) / 이동전화 011 

신인상-은상 삼성전자 배태원 외 3명(호서대) / 명품TV 

신인상-동상 모토로라 손동화 외 2명(경남전문대) / StarTAC휴대폰 

신인상-카피상 삼성건설 박재균 외 3명(호서대) 

신인상-일러스트상 한국산도스 신성욱 / 라미실 

신인상-사진상 필립스 이지영(서울대) / 면도기 

출판부문 대상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텐트 

광고주상 진도 

제작자상 웰콤 유종상 

우수상 (의약,화장품) 크리스찬디올 코리아 립스틱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이펙스 부엌가구 

우수상 (기업PR,금융) 제일제당 일하는 것이 즐거운 곳 

우수상 (의류패션-남성) 제일모직 카디날 

우수상 (의류패션-여성) 전방텍스타일 톱플라이트 

우수상 (자동차,기계류) 호주항공 안셋 넓은 좌석 

카피상 미쉐린코리아 강미선 / 미쉐린타이어 

사진상 삼성물산 박상현(제일보젤) / 아이덴티 

일러스트레이션상 건영식품 천창욱 / 가야토마토농장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5년 

 
제 31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삼성생명 

 
효캠페인 

광고주상 데이콤 매직콤 

소비자인기상 삼성전자 세탁기 

제작자상 삼성생명 김영권 국장 / 제일기획 

부문상 (증권,금융) 삼성화재 양보 

부문상 (부동산,건설) 삼성건설 말레이시아하늘 

부문상 (정보통신) 한국이동통신 삐삐012 전국광역 

부문상 (제약) 부광약품 파로돈탁스 

부문상 (유통,영업) 슈발리에 하이힐 

부문상 (패션,장업) 삼풍 캠프리지멤버스 

부문상 (자동차) 대우자동차 96년형 티코 

부문상 (전자) LG전자 LG아트비젼 

부문상 (기업PR) LG 어제의 얼굴 

부문상 (컬러) 이건창호 아름다운 창 

부문상 (서적) 대교 눈높이 수학 

부문상 (식음료) 조선맥주 하이트맥주 

카피상 삼성생명 박종은(제일기획) / 효 캠페인 

사진상 풀무원 임병호 / 샘물 

일러스트레이션상 쌍용 최인숙(LG애드) / 신뢰의 쌍용 

신인상-대상 경월 김지열,김태훈(경희대) / 그린소주 

신인상-우수상 진로쿠어스맥주 김규태 외 3명(서경대) / 카스맥주 

신인상-우수상 LG전자 전찬욱,이승규(호서대) / LG아트비젼 

신인상-장려상 삼성전자 배태원 외 3명(호서대) / 청소기잠잠 

신인상-장려상 조선무약 김재구 외 3명(서경대) / 비즈니스 

신인상-장려상 삼성 유인영(한양대대학원),유경열(광운대) / 기업PR 

출판부문 대상 동양맥주 카프리 

광고주상 삼성물산 위크엔드 

제작자상 오리콤 최찬희 부장 

우수상 (의약,화장품) 태평양 레쎄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미림시계 태그호이어 

우수상 (기업PR,공공,금융,서비스) 한국IBM 기업PR 

우수상 (의류,패션-남성) 로얄어패럴 드레스셔츠 

우수상 (의류,패션-여성) 벤아트 베네통 

우수상 (음료,식품) 제일제당 컨디션 

우수상 (자동차,기계류) 한성자동차 벤츠 

카피상 마이크로소프트 유종희(제일기획) / 오피스4.2 

사진상 에스콰이아 김영수(중앙대학교) / 패션리더 

일러스트레이션상 데코 이미아(데코) / 아리자부로스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4년 

 
제 30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광고주상 경월 그린소주 

소비자인기상 남양유업 스텝로얄 

제작자상 거손 최창희 부사장 

우수상 (의약) 일동제약 락토메드 

우수상 (화장품,의류,패션) 태평양 마몽드 메이크업 

우수상 (전자,기기) 금성사 식기세척건조기 

우수상 (자동차,기계) 대우자동차 씨에로 

우수상 (식음료,일반상품) 조선맥주 하이트맥주 

우수상 (기업PR,서적) 삼성 세계일류 

우수상 (영업,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의 살아있는 역사 

우수상 (컬러) 쥬리아화장품 립스틱쥬리아소네트 

카피상 쌍용건설 조경심(나라기획) / 아내 같은 아파트 

사진상 럭키개발 장한교(LG애드) / 럭키금성 트윈타워 

일러스트레이션상 삼성전자 정경수 / 비디오카메라 

신인상-최우수상 삼성전자 황현주,김연주(호서대) / 가스레인지 미니듀오 

신인상-우수상 한국통신 임은구 외 3명(호서대) / 기업PR 

신인상-우수상 금성사 박한별 외 2명(경성대) / 아트비전 

신인상-장려상 기아자동차 이창훈 외 2명(군산대) / 스포티지 

신인상-장려상 조선맥주 이준 외 2명(호서대) / 하이트맥주 

신인상-장려상 쌍용자동차 신상민 외 3명(부산대) / 무쏘 

출판부문 대상 삼성전자 노비타 

광고주상 한샘 인텔리전트빌딩 

제작자상 양찬회 차장 

우수상 (의약,화장품) 럭키 덴티큐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로얄토토 로얄비데 

우수상 (기업PR,공공,금융,서비스) 삼성화재 보험이야기 

우수상 (의류,패션) 헌트 베이비헌트 

우수상 (음료,식품) 풀무원 플러스 알파 

카피상 삼성물산 최창원(제일기획) / 위크엔드 

사진상 태평양 장홍헌(샘스튜디오) / 튜닝 헤어케어 

일러스트레이션상 두산건설 반정원 / 두산아파트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3년 

 
제 29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쌍용자동차 

 
무쏘가 옵니다 

광고주상 대우전자 

소비자인기상 엔젤라이프 엔젤녹즙기 

제작자상 코래드 민남식 

우수상 (의약) 태평양제약 펄칼크정 

우수상 (화장품,의류,패션) 삼성물산 에스에스패션 

우수상 (전자,기기) 삼성전자 삼성시네마TV 

우수상 (자동차,기계류) 기아자동차 4WD 스포티지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대한항공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휴양지 하와이 

우수상 (공공,서적) 롯데그룹 우리마을에 서점은 없지만요 서울서 보내온 마을문고가 있어요 

우수상 (기업PR) 금성사 금성고객생활연구원 

우수상 (컬러) 제일제당 다시 

카피상 쌍용 전남리(거손) / 아름다운 지구 

사진상 금성사 최성동(LG애드) / 아베스트 

일러스트레이션상 애경백화점 이경희(애경백화점) / 도시에 향기가 돌아온다 

신인상-대상 삼성 정도환,김명중(성균관대),조창상(홍익대) /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인상-우수상 엔젤라이프 이준 외 2명(호서대) / 엔젤녹즙기 

신인상-우수상 삼성전자 이은영(호서대) / 한라산도 칸칸입니다 

신인상-장려상 태평양제약 강동주(경서대) / 펄칼크정 

신인상-장려상 호남정유 최준수,이종실(호서대) / 슈프림디럭스 

신인상-장려상 부광약품 민경혜,최은(호서대) / 페니졸란크림 

중앙경제부문 대상 아남전자 아남카멜레온SF 

광고주상 건영 

소비자인기상 럭키 기업PR 

우수상 (증권,금융) 한국주택은행 금융실명시대의 행복예약 

우수상 (중견기업) 코리아제록스 강하면서 부드럽다 

우수상 (기업PR,산업) 진로그룹 우리는 뛰고 있습니다! 

우수상 (의약) 부광약품 페니졸란크림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한국통신 부담이 적어 정말 좋아요 

우수상 (컬러) 주식회사 유공 깨끗하게 되살려 알뜰하게 씁시다 

출판부문 대상 풀무원식품 생면 

광고주상 제일제당 

제작자상 제일기획 이정기 

우수상 (의약,화장품) 태평양 야무스크 

출판부문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유한킴벌리 코텍스 

우수상 (기업PR,공공,금융,서비스) 동숭갤러리 미술은행 

우수상 (의류,패션) 럭키금성상사 반도패션 티피코시 

우수상 (음료,식품) 진로 진로소주 

카피상 서울트레드클럽 이귀남(웰콤) / 트레드클럽 

사진상 한국화장품 유혜련(대보기획) / 프로포제 

일러스트레이션상 김정문 알로에 임용태(LG애드) / 세레브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2년 

 
제 28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금성사 

 
수퍼미라클블랙 

광고주상 대우국민차 

소비자인기상 동서식품 모카골드 

제작자상 LG애드 오기목 

우수상 (의약,서적) 동아제약 하노백 

우수상 (화장품,패션) 금강제화 르노와르 

우수상 (전자,기기) 삼성전자 코끼리표 보온밥솥 

우수상 (자동차,기계) 현대자동차 뉴-스쿠프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동양맥주 OB SKY 

우수상 (공공) 삼성생명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수상 (기업PR) 럭키 기업PR 

우수상 (컬러) 태평양화학 마몽드 메이크업 

카피상 대우국민차 윤준호 / 오리콤 

사진상 동양맥주 박삼하 / 오리콤 

일러스트레이션상 럭키 주세열 / LG에드 

신인상-대상 대우국민차 김기홍 외 3명(호서대) / 티코 

신인상-우수상 삼성전자 박진연(이벤트기획) / 한템포 여유있게 

신인상-우수상 대우전자 이정은 외 3명(호서대) / 대우공기방울세탁기 

신인상-장려상 녹십자 김현태 외 2명 / 인터페론 안약 

신인상-장려상 아시아자동차 정경미 외 2명 / 골목길이 문제라구요? 

신인상-장려상 아시아자동차 이원태 외 2명 / 타우너는 저금통! 

중앙경제부문 대상 선경그룹 기업PR 

광고주상 동신중공업 

소비자인기상 한국야쿠르트 마쪼니 

우수상 (증권,금융) 농협 기업PR 

우수상 (중견기업) 청구 기업PR 

우수상 (기업PR) 유한킴벌리 기업PR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우성산업 지프 

우수상 (의약) 한국사노피 마그네-비 

우수상 (컬러) 삼성물산 아스트라 

출판부문 대상 서광 라코스떼 

광고주상 오뚜기식품 

제작자상 희승 강영희 

우수상 (의약,화장품) 태평양화학 순정진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삼성시계 라싸르 

우수상 (기업PR,공공,금융,서비스) 삼성생명 기업PR 

우수상 (의류,패션) 마모스 아기옷 

우수상 (음료,식품) 동양맥주 OB SKY 

카피상 종근당 이봉우 

사진상 진도 신현식 

일러스트레이션상 금성사 이연락 / LG애드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1년 

 
제 27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광고주상 일동제약 

소비자인기상 대교 눈높이 수학 

제작자상 기아자동차 김용현 부장 

우수상 (의약) 대웅제약 미란타 

우수상 (화장품,의류,패션) 피어리스 아미드팜 

우수상 (전자,기기) 대우전자 임팩트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한샘 한샘슈퍼 

우수상 (자동차,기계류) 대우국민차 티코 

우수상 (공공,서적,기업PR) 삼성전자 휴먼테크 

카피상 성도 제이빔 

사진상 동양맥주 OB 

일러스트레이션상 한섬 시스템 

신인상-대상 우성건설 김희진 외 1명(호서대) / 못 하나를 박더라도 

신인상-우수상 기아자동차 이성용 외 3명(대방기획) / 작은 꿈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기아 

신인상-우수상 삼성전자 김재형 외 3명(호서대) / 빈집인가? 

신인상-장려상 선경그룹 김천호 외 3명(동국대) /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신인상-장려상 제일제당 허정석 외 3명(경희대 외) / 게토레이 

신인상-장려상 삼성전자 이상신(쥬피드) / 이젠 태양이 두개랍니다 

중앙경제부문 대상 삼성중공업 기술로 꿈을 이룬다 

광고주상 한국산업증권 

소비자인기상 금성산전 토탈파워 

우수상 (증권,금융) 대신증권 큰 믿음을 심어가겠습니다 

우수상 (중견기업) 유한킴벌리 숲은 이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수상 (컬러) 서광 보스렌자 

우수상 (기업PR,산업) 한국화약그룹 데깔꼬마니 

우수상 (의약) 녹십자 데놀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국제상사 프로메이트 

출판부문 대상 대양 랜드로바 

광고주상 맥슨전자 

제작자상 애드케이 구명권 부장 

우수상 (의약,화장품) 가양 에센지아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삼성전관 삼성수퍼워드노트 

우수상 (기업PR,공공,금융,서비스) 타이항공 기업PR 

우수상 (의류,패션) 아가방 오즈 

우수상 (음료,식품) 풀무원식품 수제비국수 

카피상 삼성전관 삼성수퍼워드노트 

사진상 럭키 드봉 미네르바 

일러스트레이션상 금성사 금성청소기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90년 

 
제 26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한신공영 

 
행.복.예.감 

광고주상 롯데쇼핑 

소비자인기상 일양약품 우황청심원 

제작자상 한신공영 이재호 이사 

우수상 (의약) 부광약품 테라메드 

우수상 (화장품) 한국화장품 베아뜨 

우수상 (의류,패션) 세계물산 하이에이미 

우수상 (전자,기기) 삼성전자 르네상스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미원 건강식탁 

우수상 (공공,서적,기업PR) 삼성생명 영재교육보험 

카피상 코오롱 

사진상 엑심 

일러스트레이션상 고려원 

신인상-대상 오트론 박철하,이강혜(동국대) / 전화지기 

신인상-우수상 보령 오치규 외 3명(서울청량리역사) / 아데나씨 

신인상-우수상 고려원 노원석 외 2명(수원대 외) / 여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신인상-장려상 대웅제약 이호철 외 3명(단국대) / 베아제 

신인상-장려상 삼성생명 박창주 외 2명(호서대) / 기업PR 

신인상-장려상 롯데전자 정인숙 외 2명(호서대) / 롯데매니아 

중앙경제부문 대상 고려화학 바이오-퍼펙트 

광고주상 삼미그룹 

우수상 (증권,금융) 동양증권 5,6,7,8월 증시일지 

우수상 (중소기업) 농심 짜장면 

우수상 (기업PR) 럭키 기업PR 

우수상 (의약) 유한양행 우황청심원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진로 팩소주여행 

우수상 (컬러) 제일모직 골덴텍스 

출판부문 대상 신영스타킹 비너스 써포트 스타킹 

광고주상 럭키금성상사 

광고주상 반도패션 

제작자상 대홍기획 김영민 실장 

우수상 (의약,화장품) 오스카화장품 골드좀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서통P&G 위스퍼 

우수상 (기업PR,서적) 농협 기업PR 

우수상 (의류,패션) 국제물산 하리케인 

우수상 (음료,식품) 동양제과 투유프레쉬 

카피상 베비라 베비라 

사진상 두산유리 파카글라스 

일러스트레이션상 

대한팔프 소프티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9년 

 
제 25회 

 
중앙일보부문 

 
대상 

 
제일제당 

 
다시다 

광고주상 현대백화점 

소비자인기상 대우자동차 르망 

제작자상 제일제당 김영수 부장 

우수상 (의약)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 

우수상 (화장품,의류,패션) 반도패션 여름신사복 

우수상 (전자,기기) 삼성전자 삼성VTR 

우수상 (자동차,기계) 현대자동차 쏘나타 

우수상 (영업,일반상품) 한샘 한샘슈퍼 

우수상 (공공,서적,기업PR) 웅진출판사 어린이날 선물 

카피상 유한양행 리카바 

사진상 제일제당 다시다 

일러스트레이션상 인켈 마이센스33 

신인상-대상 필립스산업 김정수 /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신인상-우수상 쌍용 김수봉 외 2명(호서대) / 쇠똥구리 

신인상-우수상 기아산업 최영균(호서대) / 돈을 뿌리고 다니십니까? 

신인상-장려상 쌍용 한호(홍익대) / 바닷속 맷돌 

신인상-장려상 삼성카메라 김미나(경남대) / 허! 골키퍼 

신인상-장려상 계몽사 마정애 외 2명(호서대) / 명작을 낚으십시오 

중앙경제부문 대상 럭키 기업PR 

광고주상 삼성전관 

우수상 (증권,금융) 동서증권 기업PR 

우수상 (중소기업) 한성프린튼팩 기업PR 

우수상 (컬러) 태평양화학 미스쾌남 

우수상 (기업PR,산업) 한국전력공사 기업PR 

출판부문 대상 해태제과 솔티크래커 

광고주상 백양 

제작자상 코래드 최명진 부장 

우수상 (의약,화장품) 동국교역 랑스골드 

우수상 (전자,일반상품) 삼성전자 홈크린청소기 

우수상 (기업PR,서적) 전주제지 종이의 역사 

우수상 (의류,패션) 쌍방울 실버벨 더블랩 

우수상 (음,식료품) 조선맥주 슈퍼드라이 

카피상 선우 파빅스 

사진상 제일모직 골덴카페트 

일러스트레이션상 종근당 비막톤F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8년 

 
제 24회 

 
신문부문 

 
대상 

 
삼성반도체 

 
커뮤니케이션올림픽 

광고주상 롯데쇼핑 

소비자인기상 기아산업 프라인드 

제작자상 삼성반도체 성재삼 부장 

우수상 (자동차,기계) 대우자동차 르망 

우수상 (의약) 동아제약 미니막스 

우수상 (전자기기) 코리아제록스 컬러복사기 

우수상 (화장품,패션) 한국화장품 바이오 

우수상 (공공,기업PR) 코오롱 기업PR 

우수상 (일반상품) 조선맥주 크라운맥주 

카피상 쌍용 기업PR 

사진상 삼성전자 삼성히트세탁기 

일러스트레이션상 삼성 한민족 한우리 

신인상-대상 한독약품 김선용 외 2명(서울시립대 외) / 훼스탈 포르테 

신인상-우수상 대웅제약 권재경,손동현(단국대) / 우루사 

신인상-장려상 미원 정인구 외 4명(전주대) / 미원 

신인상-장려상 한국타이어 김서구 외 2명(호서대) / 타이어 

출판부문 대상 가양 버태니컬즈 

광고주상 코오롱상사 

제작자상 가양 이강호 실장 

우수상 (의약) 한화제약 라베론정 

우수상 (화장품) 쥬리아 로제드비 

우수상 (전자기기) 럭키금성 금성디스포자 

우수상 (섬유,패션) 쌍방울 서역기행 

우수상 (음,식료품) 미원 쇠고기맛나 

우수상 (일반상품) 세우포리머 데코라인 

카피상 한국유가공협회 뼈가 우유를 마신다 

사진상 한샘 시스템키친 

일러스트레이션상 대한팔프 라라센스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7년 

 
제 23회 

 
신문부문 

 
대상 

 
금성 

 
테크노피아 

광고주상 기아산업 

소비자인기상 럭키 수퍼타이 

제작자상 LG애드 김정식 

우수상 (의약,화장품) 유한양행 유한락스 

우수상 (전자,기기) 삼성전자 삼성컴퓨터 

우수상 (기업PR) 쌍용그룹 기업PR 

우수상 (영업) 진로 진로와인쿨러 

우수상 (컬러) 삼성시계 카파그래피 

우수상 (서적,공공,부동산) 해당작 없음 

우수상 (주간中央) 한미약품 노원 

카피상 삼진제약 이일우 / 마리놀 

신문부문 사진상 한일공업 임성범 / 도루코 주방용 칼 

일러스트레이션상 부광약품 이복식 / 아락실 

신인상-우수상 맥슨전자 정진환 외 2명(호서대) / 맥슨무선전화기 

신인상-장려상 금성출판사 신재성 외 2명(한남대) / 금성뉴에이스사전 

신인상-장려상 한독약품 백경식,박경원 / 알파캡 

출판부문 대상 쌍방울 실버벨스타킹 

광고주상 제일모직 

제작자상 쌍방울 이용찬 

우수상 (의약,화장품) 태평양화장품 아모레모두랑 

우수상 (전자,기기) 삼성전자 쥬스믹서 

우수상 (식,음료) 제일제당 핫케익가루 

우수상 (일반상품) 한샘 시스템키친 

우수상 (이코노미스트) 제일모직 골덴텍스VIP2000 

카피상 백양 이용민 / 모시메리 

사진상 동원산업 양흥룡 / 참치캔 

일러스트레이션상 한음파 이덕영 / 헤드폰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6년 

 
제 22회 

 
신문부문 

 
대상 

 
삼성전자 

 
휴먼테크,기업PR 

광고주상 럭키 

소비자인기상 동아제약 비오자임 

제작자상 제일기획 김철환 

우수상 (의약,화장품) 유한양행 바이오텍스 

우수상 (전자) 금성사 스림형에어콘 

우수상 (기기) 현대자동차 포니엑셀 

우수상 (기업PR,영업) 안국화재 기업PR 

우수상 (컬러) 해태산업 스파쿨러 

우수상 (서적,공공,부동산) 해당작 없음 

우수상 (이코노미스트) 대한투자금융 기업PR 

우수상 (주간中央) 쌍용제지 푸리 

카피상 대우 IC냉장고 

사진상 에바스 에바스화장품 

일러스트레이션상 럭키 럭키락스 

신인상-우수상 국민서관 이창우 외 4명(홍익대) / 자연과 어린이 

신인상-장려상 청하 김성인 외 4명(단국대) / 기업PR 

출판부문 대상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어콘 

광고주상 남영나일론 

제작자상 제일기획 이견실 

우수상 (의약,화장품) 한국스터링제약 씨씨정 

우수상 (전자) 삼성시계 세이코 

우수상 (기업PR,영업)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티슈 

우수상 (식,음료) 풀무원식품 기업PR 

우수상 (섬유,패션) 꿈나무 꿈나무 

카피상 외환은행 세금우대통장 

사진상 삼성시계 세이코 

일러스트레이션상 쌍용제지 소피아미라젤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5년 

 
제 21회 

 
신문부문 

 
대상 

 
쌍용그룹 

 
기업PR 

광고주상 금성사 

소비자인기상 삼성전자 엑설런트 

제작자상 쌍용 박영일 

우수상 (의약,화장품) 녹십자 헤파박스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VTR 

우수상 (기업PR,영업) 코오롱 기업PR 

우수상 (컬러) 에바스 감마밀화장품 

우수상 (공공,서적) 문학예술사 고요한 돈江 

카피상 중외제약 박대성(동방기획) / 복합아루사루민 

사진상 삼성시계 박종문(중앙기획) / 론진 

일러스트레이션상 금성 한형욱(LG애드) / 기업PR 

신인상-우수상 쌍용 정성 외 5명(한남대) / 기업PR 

신인상-장려상 박재석 외 3명(계명대) / 기업PR 

신인상-장려상 한국바이엘 황경호 외 1명(한남대) / 카네스텐 

신인상-장려상 해태제과 고승민 외 3명(단국대) / 허브-Q 

출판부문 대상 이환셀루엣 추동종합패션 

광고주상 태평양화학 

제작자상 이환셀루엣 박용일 

우수상 (의약,화장품) 가양 나드리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2인치컬러TV 

우수상 (기업PR,영업) 에스콰이아제화 소프트&심플 

우수상 (식,음료) 한국커피 UCC 

우수상 (섬유,패션) 코오롱 플로라 

카피상 성도어패럴 김방환 / 톰보이 

사진상 삼성시계 김진복 / 카파 

일러스트레이션상 방송광고공사 양건수 / 공익광고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4년 

 
제 20회 

 
신문부문 

 
대상 

 
제일제당 

 
조개다시다 

광고주상 대우전자 

소비자인기상 중외제약 듀스파타린 

제작자상 제일제당 박승순(제일기획) / 조개다시다 

우수상 (화장품,의약) 고려은단제약 은단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정밀 삼ㅁ성미놀타카메라 

우수상 (기업PR,영업) 금강.고려화학 보온단열재 

우수상 (컬러) 진로위스키 VIP 

우수상 (공공캠페인) 대웅제약 곰이야기 

카피상 금강 손영국 / 보온단열재 

사진상 삼성정밀 김장훈(제일기획) / 삼성미놀타카메라 

일러스트레이션상 한국바이엘 김동일 / 바이엘아스피린 

신인상-우수상 중외제약 최재훈 외 3명 / 듀스파타린 

신인상-장려상 대웅제약 이명호 / 우루사 

신인상-장려상 제일제당 주정훈 외 4명 / 조개다시다 

출판부문 대상 대현 페페 

광고주상 럭키 

제작자상 대현 이진 

우수상 (화장품,의약) 태평양화학 아모레보디화장품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시계 세이코 

우수상 (기업PR,영업) 에스콰이아 로즈버드핸드백 

우수상 (음,식료품) 대한제분 공표 핫케이크 

우수상 (섬유,패션) 자미온 어머니의 이불 

카피상 대한제분 전수구(희명기획) / 곰표 핫케이크 

사진상 롯데제과 김현웅(C스튜디오) / 가나초코렛 

일러스트레이션상 제일제당 김충전(제일기획) / 쇠고기다시다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3년 

 
제 19회 

 
신문부문 

 
대상 

 
진로 

 
로얄 

제작자상 진로 광고부 

소비자인기상 대웅제약 우루사 

우수상 (화장품,의약) 유한양행 그랑페롤 

우수상 (서적) 평민사 전봉준 

우수상 (음,식료품) 해태제과 허브Q 

우수상 (전자,기계) 금성전선 광통신 

우수상 (일반상품)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우수상 (기업,공공,부동산) 쌍용그룹 기업PR 

우수상 (컬러) 반도패션 DAKS 

카피상 유한양행 김태형(오리콤) / 그랑페롤 

사진상 진로 이건식(L스튜디오) / 로얄 

일러스트레이션상 일양약품 허병선 / 원비원 

신인상-우수상 부광약품 박태호,최재훈 / 오복 

신인상-장려상 부광약품 박태호,최재훈 / 브렌닥스 

신인상-장려상 상아제약 정기철 외 3명 / 제놀 

신인상-장려상 쌍용그룹 김성진 외 4명 / 기업PR 

출판부문 대상 태평양화학 메디안치약 

제작자상 태평양화학 공상용 

우수상 (화장품,의약) 가양 나드리코티 

우수상 (서적) 동아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 

우수상 (음,식료품) 동서식품 맥스웰커피 

우수상 (전자,기계) 대우전자 대우로얄칼라 

우수상 (섬유) 쌍방울 조은님팬티 

우수상 (일반상품) 에스콰이아 레인보우 

우수상 (기업,공공,부동산) 래팡가든 기업PR 

카피상 석수 김충경(에드콤) / 미주만 

사진상 논노패션 김영일(대보기획) 

일러스트레이션상 태평양화학 정완교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2년 

 
제 18회 

 
신문부문 

 
대상 

 
진로 

 
진로드라이 

소비자인기상 대한중외제약 듀스파타린정 

우수상 (화장품,의약) 유한양행 게브랄티 

우수상 (서적) 양우당 거부실록 

우수상 (음,식료품) 제일제당 쇠고기다시다 

우수상 (전자,기계) 한국전자통신 기업PR 

우수상 (일반상품) 한국특수제지공업 크라운위생타올 

우수상 (기업,공공,부동산) 쌍용그룹 기업PR 

우수상 (컬러) 삼성정밀 삼성카파야구시계 

카피상 대한중외제약 노석래 / 듀스파타린정 

사진상 럭키 문화스튜디오 / 드봉샴푸 

일러스트레이션상 부광약품 이성구(제일기획) / 훼로바 

신인상-우수상 양우당 홍경옥 외 2명 / 거부실록 

신인상-장려상 양우당 신승철 외 3명 / 거부실록 

신인상-장려상 대웅제약 김성진 외 3명 / 게므론 

신인상-장려상 종근당 임은순 외 1명 / 낙센 

출판부문 대상 제림섬유 앤아동복 

제작자상 대보기획 김영길 

우수상 (화장품,의약) 애경유지 럭스비누 

우수상 (서적) 삼성출판사 세프 어린이영어 

우수상 (음,식료품) 정식품 베지밀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삼성전자렌지 

우수상 (일반상품) 에스콰이어 오스카부틱 

우수상 (기업,공공,부동산) 대한손해보험협회 가정생활보험 

우수상 (섬유) 태창기업 Buffalo복지 

카피상 태평양화학 안은심 / 클로즈업치약 

사진상 애경유지 안치환 / 럭스비누 

일러스트레이션상 유한킴벌리 민남식 / 코텍스 니나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1년 

 
제 17회 

 
신문부문 

 
대상 

 
럭키 

 
나너샴푸 

제작자상 희성산업광고본부 

소비자인기상 대웅제약 우루사 

우수상 (화장품,의약) 동아제약 타치온 

우수상 (서적) 미주생활연구원 영어회화카세트 

우수상 (음,식료품) 한양식품 코카콜라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마이마이카세트 녹음기 

우수상 (섬유,일반상품) 해당작 없음 

우수상 (기업,공공,부동산) 동방생명 기업PR 

우수상 (컬러) 동산유지 하이보리비누 

카피상 해태제과 해태껌 

사진상 제일제당 백설햄소세지 

일러스트레이션상 해당작 없음 

신인상-우수상 동아제약 신용순 외 3명 / 타치온 

신인상-장려상 삼성전자 전기화외 3명 / 마이마이카세트 녹음기 

신인상-장려상 보령제약 이종용 / 겔포스 

신인상-장려상 삼성전자 김성진 외 4명 / 마이마이카세트 녹음기 

잡지부문 대상 동서식품 맥심커피 

제작자상 홍성욱 

우수상 (화장품,의약) 가양 코티화장품 

우수상 (서적) 계몽사 세계문학전집 

우수상 (음,식료품) 오뚜기식품 3분카레 

우수상 (전자,기계) 금성통신 전화기 

우수상 (섬유,일반상품) 롯데호텔 호텔영업 

우수상 (기업,공공,부동산) 동방생명 기업PR 

카피상 롯데호텔 김종식(나라기획) / 호텔영업 

사진상 가양 이재덕(서울에이전시) / 코티화장품 

일러스트레이션상 팩 김동원(나라기획) / 데트라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80년 

 
제 16회 

 
신문부문 

 
대상 

 
진로 

 
쥬니퍼진 

제작자상 제일기획 홍재희 

우수상 (화장품,의약) 종근당 노나비타 

우수상 (서적) 해당작 없음 

우수상 (음,식료품) 해당작 없음 

우수상 (전자,기계) 한국보이라 Z보이라 

우수상 (부동산,일반상품) 럭키개발 남서울아파트 

우수상 (기업,공공서비스) 럭키 그룹PR 

우수상 (컬러) 삼성 그룹PR 

카피상 오영곤 / 삼성자동판매기 

사진상 유효선 / 쥬리아꽃샘 

일러스트레이션상 강환섭 / 럭키그룹PR 

잡지부문 대상 두산산업 파카 크리스탈 

제작자상 오리콤 한기훈 

우수상 (화장품,의약) 피어리스 모드니에 

우수상 (서적) 해당작 없음 

우수상 (음,식료품) 해태음료 해태밀 

우수상 (전자,기계) 금성사 라테카 

우수상 (일반상품) 해당작 없음 

우수상 (기업,공공서비스) 해당작 없음 

우수상 (섬유,패션) 여성기성복 데코 

카피상 박영묵 / 해태껌 

사진상 이주형 / 파카 크리스탈 

일러스트레이션상 김영길 / 아로마샴푸 

TV부문 대상 동양맥주 OB맥주 

제작자상 오리콤 이용 

우수상 (화장품) 럭키 화이트치약 

우수상 (의약) 부광약품 코리투살 

우수상 (식품) 제일제당 아이미 

우수상 (주류,음료) 한양식품 코카콜라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이코노TV 

우수상 (섬유,일반상품) 반도상사 반도스타킹 

우수상 (기업,공공서비스) 삼성 그룹PR 

우수상 (Cinema) 반도상사 반도패션 

연출상 김영배 / 베스타제 

촬영상 조병모 / 아이미 

음악상 최명섭 / 피어리스 모드니에 

라디오부문 대상 동아제약 치옥탄S 

제작자상 동아제약 박찬용 

우수상 (화장품) 피어리스 모드니에 

우수상 (의약)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티슈 

우수상 (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 

우수상 (주류,음료) 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 

우수상 (전자,기계) 금성사 백조세탁기 

우수상 (섬유,일반상품) 코오롱상사 미스벨라 

우수상 (스테레오) 반도상사 반도숙녀복 

카피상 박찬용 / 치옥탄S 

음악상 최명섭 / 크리넥스티슈 

녹음.편집상 이동철 / 용인자연농원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79년 

 
제 15회 

 
신문부문 

 
대상 

 
럭키그룹 

 
그룹PR 

제작자상 희성산업 김문웅 

우수상 (화장품,의약) 동아제약 나이후랑 

우수상 (서적) 해당작 없음 

우수상 (음,식료품) 동양맥주 마주앙 

우수상 (전자,기계) 금성사 눈표냉장고 

우수상 (섬유,일반상품) 두산산업 코닥칼라 

우수상 (기업,공공서비스) 대한항공 뉴욕취항 

우수상 (컬러) 제일모직 라보떼 

장려상 진로 로진스키 

잡지부문 대상 한양식품 환타 

제작자상 오리콤 한재웅 

우수상 (화장품,의약) 태평양화학 로젤크림 

우수상 (서적) 해당작 없음 

우수상 (음,식료품) 롯데주조 하야비치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우유병 소독기 

우수상 (섬유,패션) 반도상사 팬티스타킹 

우수상 (일반상품) 지구레코드 

우수상 (기업,공공서비스) 해당작 없음 

장려상 삼도물산 왕자아동복 

TV부문 대상 해당작 없음 

제작자상 해당작 없음 

우수상 (화장품) 쥬리아 영양크림 

우수상 (의약) 태평양화학 모노탄 

우수상 (식품) 삼립식품 아이차바 

우수상 (음료) 남양유업 요구르트 

우수상 (전자,기계) 금성사 코스모 

우수상 (섬유,일반상품) 제일합섬 에리트 

우수상 (기업,공공서비스) 동양제과 기업PR 

장려상 태광제약 스텔라 지 

라디오부문 대상 해태제과 해태수정과 

제작자상 해태제과 나영세 

우수상 (화장품) 피어리스 스킨소프너 

우수상 (의약) 종근당 나이킨 

우수상 (식품) 해태제과 해태껌 

우수상 (음료) 롯데칠성 칠성사이다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은하세탁기 

우수상 (일반상품) 명보극장 내가 버린 남자 

우수상 (스테레오) 금성사 다이나믹스 

장려상 한독약품 기업PR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78년 

 
제 14회 

 
신문부문 

 
대상 

 
금강 

 
금강유리섬유 

제작자상 유광열 

우수상 (화장품,의약) 유한킴벌리 코텍스 뉴후리덤 

우수상 (음,식료품) 동양맥주 OB맥주 

우수상 (기계,일반) 금성사 눈표냉장고 

우수상 (기업PR) 대한항공 기업PR 

우수상 (컬러) 제일모직 라보떼 

장려상 유한양행 유한락스 

인기상 제일제당 아이미 

잡지부문 대상 피어리스 립스틱그로스 

제작자상 김운용 

우수상 (화장품,의약) 상아제약 포티 

우수상 (음,식료품) 한양식품 환타 

우수상 (의류,일반) 두산산업 파카 크리스탈 

우수상 (전자,기계) 오리엔트 마리안느 

우수상 (기업,공공서비스) 용인자연농원 

장려상 남영나일론 팬티스타킹 

인기상 태평양화학 미보라화장품 

TV부문 대상 삼립식품 아이차바 

제작자상 홍성용 

우수상 (화장품,의약) 동산유지 베이비샴푸 

우수상 (화장품,의약) 동아제약 에리카C 

우수상 (음,식료품) 농심 농심라면 

우수상 (음,식료품) 롯데칠성 칠성사이다 

우수상 (전자,기계) 금성사 눈표냉장고 

우수상 (의류,일반) 용인자연농원 

장려상 부광약품 

인기상 삼성전자 이코노TV 

라디오부문 대상 동산유지 베이비샴푸 

제작자상 박한규 

우수상 (화장품,의약) 럭키 유니나샴푸 

우수상 (화장품,의약) 동아제약 치옥탄S 

우수상 (음,식료품) 호남식품 킨사이다 

우수상 (음,식료품) 삼립식품 다섯친구 

우수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삼성카세트 

우수상 (의류,일반) 반도상사 루스룩 

장려상 제일제당 아이미시리즈 

인기상 농심 농심라면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77년 

 
제 13회 

 
대   상 

 
삼립식품 

 
아이차바 

신문부문 최우수상 종근당 기업PR 

우수상 (화장품,의약) 영진약품 올비틸시럽 

우수상 (음,식료품) OB맥주 마주앙 

우수상 (전자,기계) 현대자동차 포니 

우수상 (의류,일반상품) 삼성물산 댄디 

우수상 (공공,서비스,출판,금융) 한국브리태니커 뿌리깊은 나무 

우수상 (기업PR) 유한양행 기업PR 

장려상 두산산업 코닥칼라 

인기상 삼성전자 하이콜드냉장고 

잡지부문 최우수상 금성사 눈표냉장고 

우수상 (화장품,의약) 피어리스 피어니 

우수상 (음,식료품) 한양식품 코카콜라 

우수상 (전자,기계) 화신쏘니 쏘니TV 

우수상 (의류,일반상품) 유영산업 뷰럭스 

장려상 한일합섬 오데라 

인기상 태평양화학 미보라 

TV부문 우수상 (화장품,의약) 종근당 낙센 

우수상 (음,식료품) 롯데제과 청바지 

우수상 (음,식료품) 백화양조 백화소주 

우수상 (전자,기계) 신한일전기 자동펌프 

우수상 (의류,일반상품) 코오롱 코오롱텐트 

우수상 (기업PR) 코오롱 코오롱그룹 

장려상 롯데칠성 칠성사이다 

인기상 태평양화학 미보라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해태제과 써니텐 

우수상 (화장품,의약) 유한킴벌리 코텍스 뉴후리덤 

우수상 (음,식료품) 크라운식품 쏘세지 

우수상 (음,식료품) 한양식품 환타 

우수상 (전자,기계) 화신쏘니 쏘니TV 

우수상 (의류,일반상품) 모나미 모나미볼펜 

장려상 종근당 필콤 

인기상 제일제당 미풍 

 
1976년 

 
제 12회 

 

대상 
 

대한비타민 
 

기업PR 

대상 대한중외제약 아루사루민 

대상 종근당 사리돈 

우수상 (의약,화장품) 유한양행 세레스톤지 

우수상 (가전기기) 해당작 없음 

우수상 (서비스) 대한항공 

우수상 (일반상품) 금강제화 금강제화 

우수상 (컬러) 제일모직 골덴니트 

우수상 (신인작품상) 서울우유 이상국 외 3명 

장려상 (의약,화장품) 동아제약 타치온 

장려상 (가전기기) 화신쏘니 화신쏘니TV 

장려상 (서비스) 삼익주택 

장려상 (일반상품) 오리엔탈시계 

장려상 (신인작품상) 모나미 박용주 

장려상 (신인작품상) 종근당 김영호 / 낙센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75년 

 
제 11회 

 
대상 

 
해당작 없음 

개인대상 서강대 유재천 교수 

우수상 (기업PR) 유한양행 기업PR 

우수상 (영업) 금강제화 금강제화 

우수상 (컬러) 해당작 없음 

우수상 (의약,화장품) 동아제약 오파이린 

우수상 (신인작품상) 한국화장품 이용택 외 3명 / 쥬단학하이베스톤 

장려상 (기업PR) 한독약품 기업PR 

장려상 (영업) 모나미 모나미볼펜 

장려상 (컬러) 영진약품 올비틸시럽 

장려상 (의약,화장품) 종근당 몰론-S 

장려상 (신인작품상) 동신제약 유기조 외 2명 / Good Will 

장려상 (신인작품상) 동아제약 박용주 / 오파이린 

소비자인기상 현대약품 비루나 

 
1974년 

 
제 10회 

 

대상 
 

종근당 
 

필콤 

개인대상 해태제과 광고부 김명하 차장 

우수상 (의약,화장품) 일동제약 건강유산-아로나민효과 

우수상 (전자기계) 오리엔트시계 오리엔트시계 

우수상 (기업PR,기타서비스) 유한킴벌리 뽀삐 

우수상 (식품,주류) 동양맥주 OB맥주 

우수상 (컬러) 동화약품 활명수 

장려상 (의약,화장품) 제삼화학 토코페롤 디 

장려상 (의약,화장품) 동광약품 티나덤 

장려상 (의약,화장품) 한독약품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장려상 (전자기계) 삼성전자 삼성전자 계산기 

장려상 (전자기계) 대한전선 대한IC-TR TV 

장려상 (출판) 평화문화사 인간경영 

장려상 (기업PR,기타서비스) 제일복장 댄디 

장려상 (기업PR,기타서비스) 현대주택개발 이수단지 

장려상 (컬러) 영진약품 기업PR 

장려상 (컬러) 유한양행 세레스톤지크림 

소비자인기상 국제화학 왕자표신발 

 
1973년 

 
제 9회 

 
최우수상 

 
유한킴벌리 

 
코덱스 

우수상 영진약품 기업PR 

장려상 동화약품 판콜A 

장려상 태평양화학 아모레 화이톤 

공로상 동아제약 박카스D 

공로상 종근당 사리돈 

공로상 오리엔트시계 프린세스시계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72년 

 
제 8회 

 
최우수상 

 
태평양화학 

 
하이톤화장품 

우수상 모나미화학 모나미 플러스펜 

장려상 유한킴벌리 코텍스 

장려상 오리엔트시계 오리엔트시계 

공로상 동아제약 오란씨 

공로상 일동제약 아로나민 

공로상 현대자동차 포드20M 

특별상 GM코리아 시보레1700 

특별상 삼양식품 기업PR 

 
1971년 

 
제 7회 

 

최우수상 
 

태평양화학 
 

하이톤화장품 

우수상 동아제약 오란씨 

장려상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장려상 모나미화학 플러스펜 

공로상 제일모직 엘리트학생복지 

공로상 영진약품 기업PR 

공로상 오리엔트 오리엔트시계 

 
1970년 

 
제 6회 

 

최우수상 
 

일동제약 
 

아로나민 

우수상 기아산업 기아혼다 

장려상 해태제과 셀레민트껌 

장려상 동아제약 박카스D 

공로상 모나미화학 모나미볼펜 

공로상 한독약품 캄비손 

공로상 오리엔트 오리엔트시계 



연도 회 부 문 기업명 내 용 

 
1969년 

 
제 5회 

 
최우수상 

 
한독약품 

 
훼스탈 

우수상 신진자동차 신진에이스 

장려상 모나미화학 모나미볼펜 

공로상 영진약품 세레피아 

 
1968년 

 
제 4회 

 
최우수상 

 
영진약품 

 
세레피아 

우수상 럭키화학 럭키치약 

장려상 한독약품 바랄긴 

애독자인기상 한독약품 바랄긴 

 
1967년 

 
제 3회 

 

최우수상 
 

동아제약 
 

캄파리 

우수상 락희화학 럭키치약 

우수상 일동제약 비오비타 

장려상 동양맥주 OB맥주 

장려상 동아제약 판피린 

장려상 일동제약 비오비타 

애독자인기상 삼일제약 산스타 

애독자인기상 동광약품 노바킹 

애독자인기상 동아제약 판피린 

 
1966년 

 
제 2회 

 

최우수상 
 

동아제약 
 

판피린 

준우수상 락희화학 럭키치약 

준우수상 동아제약 어린이 캄파리 

장려상 일동제약 비오비타 

장려상 영진약품 세레피아 

장려상 유한양행 리포탄 

애독자인기상 밍풍산업 백설표미풍 

애독자인기상 동아제약 판피린 

애독자인기상 금성산업 금성전기기구 

 
1965년 

 
제 1회 

 

우수상 
 

서울약품 
 

어린이 원기소 

우수상 동아제약 박카스 

우수상 락희화학 럭키치약 

준우수상 서울약품 원기소 

준우수상 서울약품 스므스 

준우수상 동광약품 판타제 

장려상 일동제약 비오비타 

장려상 천도제약 어린이마미킹 

애독자인기상 미원 미원 

애독자인기상 서울약품 원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