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 최종 수상작 현황

순번 부문명 세부부문명 상격 광고주명 광고회사명 제작사명 브랜드명 작품제목

1 대상 LG전자 HS애드 롤링스톤 프로덕션 LG TROMM 트윈워시 한국인의 세탁

2 금상 현대자동차 이노션 생각을걷다 팰리세이드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3 은상 SK하이닉스 이노션 알파빌리 SK하이닉스 지역상생 캠페인

4 동상 지씨바이오 한컴 디스코이본부, 얼리하이 참다한 홍삼 다시,남자/다시,여자 시리즈

5 대상 아시아나항공 차이커뮤니케이션 타이거밤 아시아나항공 몽골이 부르는 소리

6 금상 동원 F&B 제일기획 모이스트플레이, 고스트버스터 동원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7 은상 SBI저축은행 HS애드 APC SBI저축은행 저축가요

8 동상 유한양행 블루픽스 JTBC 스튜디오 룰루랄라 지르텍 알러지엔 지르텍

9 대상 야놀자 SM C&C 파크 프로덕션, 일리이미진스, 이오포스트, 키스에프엠, RAW 야놀자 초특가정신 캠페인

10 금상 슈퍼셀 BRAWLSTARS 솔플보다 트리플 

11 은상 KCC건설 이노션 플랜잇프로덕션 스위첸 엄마의 빈방

12 동상 삼성전자 제일기획 래빗워크, 소리솜씨 하만 Power of sound

13 대상 SK하이닉스 이노션 키모스튜디오 SK하이닉스 시험지

14 금상 삼성전자 제일기획 비아트 QLED 8K 위대한 경험 시리즈

15 은상 동국제약 대홍기획 Monter CG 판시딜 Cool hair 시리즈

16 동상 LG디스플레이 HS애드 상상이미징, 문워크 LG디스플레이 It's OLED, or OLED.

17 대상 신세계 프라퍼티 이노션 사랑합니다필름프로덕션 스타필드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18 금상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경고장

19 은상 영원아웃도어 INNORED 스페이스몬스터컨텐츠 노스페이스 에어다운어택

20 동상 동서식품 INNORED 위피피, 소년 맥심TOP 드랍불가 T.O.P 열정광고

21 - 대상 야놀자 SM C&C 파크 프로덕션, 일리이미진스, 이오포스트, 키스에프엠, RAW 야놀자 초특가정신 캠페인

22 금상 GS칼텍스 애드쿠아인터렉티브 오아시스프로덕션 GS칼텍스 마음이음 동화

23 은상 GS칼텍스 GS칼텍스 독립서체 캠페인

24 동상 현대자동차그룹 이노션 생각을걷다 현대자동차그룹 조용한 택시

25 금상 세이브더칠드런 오버맨 파란불에 길건너기 세이브더칠드런 그리다.100가지 말상처

26 은상 핸드앤몰트 HS애드 두비두 핸드앤몰트 BEER FOR DAD, 소원 페일 에일 

27 동상 빙그레 INNORED 위피피, 소년 바나나맛우유 내 맛대로 즐기는 바나나맛우유, My taste

28 대상 질병관리본부 아이디엇 바른생각, 원더월픽쳐스 질병관리본부 시크릿 콘돔

29 금상 하이트진로 이노션 오르막프로젝트 진로 진로 이즈 백

30 은상 LG유플러스 HS애드 프럼에이 LG 유플러스 5G LG 유플러스 5G 갤러리

31 동상 현대자동차 이노션 아이코닉스 싼타페 싼타페 허그벨트

32 대상 세탁특공대 대홍기획 2IN1 프로덕션 세탁특공대 2회용 세탁비닐 프로젝트

33 금상 신한금융지주 제일기획 아톰크리에이티브, 오스카 신한금융그룹 독닙료리집

34 은상 한국인삼공사 INNORED 위피피, 소년 정관장 정관장 에브리타임 삼삼바

35 동상 동서식품 INNORED 위피피, 소년 맥심TOP 드랍불가 T.O.P 열정광고

36 - 대상 대상주식회사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시대의 시선 미원 미필적 선의

37 금상 우아한형제들 HS애드 플랜잇프로덕션 배달의민족 ~도 우리 민족이었어

38 은상 세이브더칠드런 오버맨 파란불에 길건너기 세이브더칠드런 그리다.100가지 말상처

39 동상 SK하이닉스 이노션 알파빌리, 스튜디오파라노이드, 필름메이트, 키모스튜디오 SK하이닉스 WE DO TECHNOLOGY

40 금상 세이브더칠드런 오버맨 파란불에 길건너기 세이브더칠드런 그리다.100가지 말상처

41 은상 에픽게임즈 제일기획 엘리먼트, 모츠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세계.붙자

42 동상 LG유플러스 HS애드 프럼에이 LG 유플러스 5G LG 유플러스 5G 갤러리

43 대상 질병관리본부 아이디엇 바른생각, 원더월픽쳐스 질병관리본부 시크릿 콘돔

44 금상 GS칼텍스 애드쿠아인터렉티브 오아시스프로덕션 GS칼텍스 마음이음 동화

45 은상 현대자동차 이노션 생각을걷다 현대자동차 I'M DOgNOR :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46 동상 노랑푸드 아이디엇 라오아시스 노랑통닭 착한 돗자리

47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아이디엇 미아프로덕션 문화체육관광부 4D Effect

48 금상 세탁특공대 대홍기획 2IN1 프로덕션 세탁특공대 2회용 세탁비닐 프로젝트

49 은상 세이브더칠드런 오버맨 파란불에 길건너기 세이브더칠드런 그리다.100가지 말상처

50 동상 현대자동차 이노션 생각을걷다 현대자동차 I'M DOgNOR :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51 특별상 표현기법 특별상 야놀자 SM C&C 파크 프로덕션, 일리이미진스, 이오포스트, 키스에프엠, RAW 야놀자 초특가정신 캠페인

52 특별상 해외집행광고 특별상 서울특별시 HS애드 앨리스퀘어 I∙SEOUL·U My Seoul Playlist

53 특별상 이노베이션 특별상 신세계 프라퍼티 이노션 사랑합니다필름프로덕션 스타필드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54 특별상 정부광고 - 중앙정부 특별상 보건복지부 TBWA코리아 빅인스퀘어 보건복지부 금연본능, 금연의 가치

55 특별상 부광고 - 지방자치단 특별상 서울시청 대홍기획 테레비필름 서울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100년의 응원, 100년의 열정

56 특별상 부광고 - 공기업및기 특별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엔씨씨애드 금연치료 끊자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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