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성명 작품명 시상부문

1 최동혁 공든탑이�무너지는건 최우수상

2 차별희 Apocalypse�ilustration�bird�in�wornderland 우수상

3 전수림 시각장애인을�위한�전시회,�MUSEEUM 우수상

4 최예정 동물원�:�우리와�살아가는�세상 우수상

5 곽소진 SUICIDE�RATE 특별상/회장상

6 김하영 Why�don't�you�use�Google? 특별상/명예회장상

7 신제이 당신의�날개를�펴드립니다 특별상/상임고문상

8 김혜진 Once�upon�a�time 특별상/상임고문상

9 이주연 Cosmetics�poster�with�Lee�Jung�Seop 특별상/상임고문상

10 정지원 Pirelli 특별상/상임고문상

11 양서연 식혜한�날 특별상/상임고문상

12 연은지 페이퍼트립 특별상/상임고문상

13 권수연 우리�동네�라이브�쇼핑�플랫폼�‘ON�동네’�브랜드�디자인 특별상/상임고문상

14 김홍균 그린피스�리브랜딩 특별상/상임고문상

15 신태섭 감정 특별상/상임고문상

16 이현주 NO�MASK? 특별상/상임고문상

17 양혜빈 러쉬와�팬톤이�만났을�때�명화가�펼쳐진다! 특별상/상임고문상

18 전동운 기분�좋은�꿈과�순간�그리고�금붕어의�기억력 특별상/상임고문상

19 김혜성 Fight�Against�COVID-19 특별상/상임고문상

20 석정웅 건강한�숨!���행복한�숨!� 특별상/상임고문상

21 정다희 이동의�자유,�카카오T 특별상/국회의원상

22 차수정 취업정보�인포그래픽&카드뉴스 특별상/국회의원상

23 경규선 CHOCOLATE�WITH�HAPPY�MOMENTS 입선

24 권다원 빙그레일라,�홍보가�들어왔대요! 입선

25 김수빈 go�to�new�world�with�NIKE 입선

26 김재영 내�맛대로�뽑아볼까? 입선

27 김태양 차�한�잔 입선

28 마유진 Shoot�pink! 입선

29 손주희 달콤한�즐거움,하리보 입선

30 손한미 삼시엽끼 입선

31 이소연 Take�a�break,�DUNKIN 입선

32 이소은 CUT�YOUR�BORING�LIFE 입선

33 이수빈 어디서든지�밀리와�함께�책�속으로 입선

34 조병민 “Obvously�top,�galaxy”� 입선

35 최시은 비가�오나�눈이�오나�내�선택은�DHL 입선

36 임지수 let’s�STOP�cruelty 입선

37 김다희 장남감의�골든�타임 입선

38 김서경 내다�볼�수�없는�사고로�부터�보호받으세요. 입선

39 김성연 Healing�given�by�Osulloc 입선

40 김수현 사랑보다�달콤한�리콜라 입선

41 백승아 OPEN�YOUR�PEPSI�NOW! 입선

42 신비오 승리를�원하는�가!�우유가�답이로다! 입선

43 신정연 신나는�맥주�파티 입선

44 안세은� Fantasy�Dream 입선

45 오세리 원숭이도�반하는�맛,�바나나맛�우유! 입선

46 원서경 Anyone�can�CONVERSE.�Anyone�can�caught. 입선

47 이세린 Covet:�탐내다. 입선

48 이수빈 Take�it�easily�whenever�you�want! 입선

49 이은지 모두가�좋아하는�그�맛,�하리보 입선

50 정재희 브랜드�포스터:�행복함을�느끼는�냥이와�친구들 입선

51 최은영 절대�떨어지고�싶지�않은�침대 입선

52 홍지우 Do�you�like�riding�a�horse? 입선

53 노무현 자화상� 입선

54 김아름 Happy�new�deer 입선

55 김우솔 마음�속의�한�켠 입선

56 박나리 bitter�sweet 입선

57 박성준 AIR�POLLUTION 입선

58 변아람 Purple�Vibe�(퍼플�바이브) 입선

59 오정민 가을을�곶감안에�품다 입선

60 윤시원 SUNSET 입선

61 이규택 RED�IS 입선

62 이한솔 2021�십장생�타로카드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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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장어진 십장생�현대화(학) 입선

64 전서아 SAN�SORI�(산소리) 입선

65 전은빈 tonight 입선

66 조은비 Working�rabbi(일하는�라삐) 입선

67 지승현 EMPEROR�"WE�ARE�THE�EMPEROR" 입선

68 김민서 아동들을�위한�국제구호개발�NGO�hopinwheel(호핀휠) 입선

69 강성휘 최전방에�있는�사람들 입선

70 김륜경 lost�ordinary�life�(잃어버린�평범한�삶) 입선

71 김지아 Psychedelic 입선

72 김지연 나무 입선

73 김하린 단�한명도�잃을�수�없다. 입선

74 김하은 크리스마스 입선

75 박수빈 모티베이션�타이포�디자인 입선

76 서윤경 Make�a�Wish 입선

77 신예진 따뜻한�크리스마스 입선

78 안혜림 초록물결 입선

79 윤지회 창문�밖으로만�볼�수�있는�일상 입선

80 이예빈 당신의�화양연화는�언제입니까 입선

81 이채현 우울에�대하여 입선

82 이현희 별과�소중함 입선

83 전현주 “NOBODY�CAN�EQUAL�ME” 입선

84 정가인 Merry�Christmas 입선

85 정성은 나타낼�수�없는�달 입선

86 정슬기 COLOR 입선

87 정예빈 수궁가�:�범내려온다 입선

88 조은비 나의�행복 입선

89 지예진 waiting�for�you 입선

90 최희수 I�am�not�old 입선

91 한민희 마스크를�선택하세요. 입선

92 김다현 공생:�테라브레스와�함께하는�삶� 입선

93 손시은 보이지�않아도�알아요. 입선

94 윤예린 가족의�가격은�측정할�수�없습니다 입선

95 정자윤 탈피 입선

96 권선 연인의�사랑�-�엽서 입선

97 유제희 조선시대의�공녀�인포그래픽 입선

98 김유진 CONNECTION 입선

99 이정원 Nah 입선

100 이채은 Sleepy�Bubble�Bar 입선

101 한윤석 Deep�Ocean 입선

102 최린 별자리�소개�책자 입선

103 김수빈 올댓탱고(All�that�Tango)�포스터�디자인 입선

104 이미나 메종키츠네�브랜드�포스터 특선

105 김민지 넣었다.�쓱-�신선함! 특선

106 방인혜 마켓컬리!�친환경으로�가는�길 특선

107 안재윤 With�Nike,�You�can�raise�up�your�potential 특선

108 한상연 튀기지�않아�가벼운�감자칩�‘예감’ 특선

109 김지선 돈의흐름 특선

110 김다솔 Queen�Bee 특선

111 장희진 레이즈미�워킹앱 특선

112 김선진 POST�CORONA�Futuristic�Housing 특선

113 최수빈 GLOBAL�WARMNG 특선

114 이성선 MAGD�웹사이트�리디자인 특선

115 이슬아 결식아동의�당당한�식사,�OH!�TO�Meal 특선

116 김나영 My�name 특선

117 이승지 La�Casa�de�Papel 특선

118 강지원 Simple�vibrate 특선

119 박성은 <누가�이긴�걸까요?> 특선

120 박시은 연필�나침반��공부가�모든�길을�알려줄�수�있을까요? 특선

121 주은혜 지구를�버리시겠습니까? 특선

122 한수희 일월기원신화 특선

123 김현선 숲�속의�누리봄 특선

124 최수빈,�이한이 전통장�튜브용기�‘옛살비’ 특선

125 민혜련 빙그레�사보디자인 특선

126 정효민 JUST�DO�IT! 특선

127 안예림 초로기�치매�예방�콘텐츠 특선



128 최지우 마스크의�처벌 특선

129 신현호 산불과�야생동물 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