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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카피라이팅」 공모전 결과

□ 공모 개요

  ○ 공 모 명 : 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카피라이팅」 공모

  ○ 공모기간 : 2021. 6. 28.(월) ~ 7. 18.(일)

  ○ 공모대상 : 서울대학교 구성원

  ○ 공모결과 : 총 274건

□ 시상 내용

  ○ 시상인원 : 총 26명(최우수 1명 10만원, 우수 5명 5만원, 장려 20명 2만원)

연번 시상내역 응모작 이름

1 최우수상 과거를 만나고, 현재를 변화시키며, 미래를 꿈꾸는 곳 이*현

2 우수상

나에게 서울대 도서관은 지식의 나들목이다. 여러 갈래

의 지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항상 나를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최*철

3 우수상 끝없는 지식의 바다로 출발하는 항구이다. 진*원

4 우수상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나는, 나의 꿈의 생장점 김*일

5 우수상 내 인생의 베이스캠프 진*영

6 우수상
세상의 어제와, 나의 오늘이 만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자리다
배*은

7 장려상
원고지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나의 미래가 

빼곡히 담기는 원고지이다. 
이*진

8 장려상
디딤돌: 나의 꿈을 향해,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

록 하는 발판
김*원

9 장려상 나에게 서울대 도서관은 미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김*리

10 장려상
지식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나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반짝이는 등대
한*진

11 장려상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 흔적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 심*은

12 장려상 내일의 꿈을 향해 가까워지는 곳 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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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려상

가슴 들뜨게 하는 보물섬. 방학 때 빈 가방을 들고 가 

읽고 싶은 책들을 찾아 가방을 꽉 채울 때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안*석

14 장려상

나에게 서울대 도서관이란 밤을 비추는 별이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표*호

15 장려상 꿈, 힘, 그리고 자부심 이*경

16 장려상 나의 꿈을 믿어주고 어주는 공간 김*영

17 장려상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지혜와 용기를 주는 공간 안*현

18 장려상 마지막까지 힘내라 응원해준 진정한 친구 이*휘

19 장려상

1층은 학식(學識)을,

2층은 상식(常識)을,

3층은 지식(知識)을 쌓게 해준 공간

임*진

20 장려상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간 이*아

21 장려상 진리의 빛이 깃든 안뜰 김*훈

22 장려상 삶의 미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준 미로 같은 곳 송*진

23 장려상
도서관의 책 냄새는 저를 설레게 합니다. 저에게 도서

관은 새로운 모험으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조*진

24 장려상

애증의 공간으로, 공부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공

간임과 동시에 내 꿈을 향하는 길에 자취를 남기는 정감 

가는 공간. 아득해 보이기만 하던 꿈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곳.

류*선

25 장려상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샘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구할 수 있고

앎이 필요하면 앎을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음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한 지혜의 샘

이*영

26 장려상

멈추지 말고 쉬었다 가세요.

제게 도서관은 쉼과 성장을 함께 준 곳입니다. 수업과 

경쟁에 지쳐 무너질 것 같으면 도서관 자료실로 갔습니

다. 말없는 책들 사이는, 자기 할 말만 가득한 사람들로

부터 벗어나, 대가 없이 지혜를 주는 과거와 조우하며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