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화로 광고하기



학습목표

광고디자인의 특징과 조건을 알고
새로운 발상으로 주제에 적절한 광고를 디자인할 수 있다.



광고란 무엇인가?

상품의 장점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



무엇을 광고하는 것일까? 



무엇을 광고하는 것일까? 

장난감 블록

상상 속의 세상을 표현하는
블록의 특성과 현실의
공간을 조합시켜 기발하게
표현한 옥외 광고



•세제광고



‘스마트 가상 스토어’.

이 매장에는
실제 상품은 없음.

상품 사진이 진열되어 있고
바코드나 QR코드가 부착됨

스마트폰의 앱으로 상품을
찍으면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기고

이를 주문하면
가까운 매장에서
집까지 배송해 주는 방식



주목성-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명확성-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 알려야한다.

기발함- 기억에 남기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광고디자인에서 중요한 조건



2007년

LG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명화 속에 LG의 대표제품을

PPL(간접광고) 형태로 결합시킨 브랜드 광고를 내보낸 작품들

명화를 이용한 광고

PPL (Product Placerment advertisement) 

특정 기업의 협찬을 받는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소도구로 끼워 넣은 광고기법



프라고나르, <도둑키스> (1787-1789)

LG 세탁기광고



드가, <오페라 극장의 무용연습실> 1872

LG 에어컨광고



쇠라,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1884

LG 노트북광고



앵그르, <목욕하는 여인> 1808

LG 샴푸광고



카바넬, <사형수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클레오파트라>

LG TV 광고



그러나 다소 안타까운 부분도,,,



초상화를 광고에,,, 삼성카메라

For self-portraits. Not selfies



주요문구(헤드카피)

기관마크





기관마크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이미지

•주요문구 (헤드카피)

•업체 정보 (식당이름과 위치)

그 외의 부수정보

예 : 영업시간이나 배달가능 시간, 행사정보 등



오늘의 미션

명화를 이용하여
자신 팔아야 할 음식의 광고지를 만든다.

당신은 지금 그 음식을 파는 음식점 혹은 푸드 트럭의 사장입니다.

광고지를 만들어 주문책자에 넣거나 거리에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음식광고지들

출처 : 다원아트 출처:디자인삶



출처:프린트나무



메뉴 이름도 생각해 보
기



메뉴 이름도 생각해 보
기



명화를 이용한 배달의 민족 광고 보기

https://youtu.be/EYLoxXC81jU


평가기준

1.  주목성이 좋아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2. 명확하게 상품의 좋은 점을 알리고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있는가?

3. 독창성 있는 자신만의 광고를 만들어 냈는가? 
(주의) 다른 광고와 비슷할 경우 히려 다른 제품을 광고해 주는 효과가 생김)

4. 필수항목이 다 있는가?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빠지지 않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