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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Catch Your Eye

Advertisements are everywhere. They appear in 

various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television commercials, radio 

advertisements, outdoor advertising or direct mail, or 

new media such as websites and text messages. 

Advertising is a form of communication used to 

persuade an audience to take some action with 

respect to products, ideas, or services.  

• take action= take a step, take a measure 조취를 취하다

How does it build the brand, trigger emotion, get 

people to take action, or plant a belief in the minds 

of buyer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is to use 

‘advertising slogans.’ 

They are short, often memorable advertising phrases 

to draw attention to a product. They persuade 

consumers to buy something. 

Such slogans as ‘Smart Drivers’ Smart Choice’ 

convince the customer that buying a smart car will 

make them smart. 

• A such as B / such A as B: B와 같은 A = like = for example

Besides slogans, advertisers use different 

advertising techniques to make their promotion more 

appealing.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S + V : 게다가

• in addition to / besides + 명사: ~외에도 

번역

광고는 도처에 있다. 광고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옥외 광고, 우편 광고와 같은 다

양한 전통적 매체나, 웹 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같은 

새로운 매체에도 나타난다. 

광고는 청중에게 제품, 아이디어, 또는 서비스 측면

에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사

용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광고가 어떻게 브랜드를 구축하고, 감정을 이끌어

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만들고, 혹은 구매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는 것일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광고 문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제품에 주의를 끄는 짧고 종종 기억하

기 쉬운 광고 문구이다.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무언

가를 사도록 설득한다. 

‘똑똑한 운전자의 똑똑한 선택’과 같은 구호들은 소

비자들에게 똑똑한 차를 사는 것이 자신들을 똑똑

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득한다. 

광고 구호들 외에도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홍보가 

더욱 호소력이 있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광고 기법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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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shows some common advertising 

techniques. First of all, have you heard of 

PPL(Product Placement)? 

PPL is an indirect advertisement where products or 

services are exposed to consumers in TV programs, 

films, music videos or even online games. 

For example, in an episode of a recent popular TV 
한 토 막 이 야 기

series, the main actress used a new smartphone. 

So, the viewers wondered what kind of phone it was. 

Another example of PPL is in a film where the main 

character mentions his sneakers several times, 

showing the sneakers on the screen. 

Generally, PPL aims to place the products in the right 
일 반 적 으 로 배 치 하 다

programs without giving the impression of an 

advertisement. Another common advertising 

technique is the Teaser Advertisement. 

Advertisers release a teaser  advertisement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

ahead of the actual launch when they want to attract 
출 시 . . .

public interest for a new product or service. 

 

번역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광고 기법을 보여 준다. 

우선, 제품 배치(PPL)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가? 

제품 배치(PPL)는 간접 광고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뮤직비디오, 심지어 온라인 

게임 속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의 한 회에서 

주연 여배우가 새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시청자들

은 그것이 어떤 전화기인지 궁금해 했다. 제품 배치

(PPL)의 또 다른 예는 화면에 운동화를 보여 주면

서 주인공이 자기 운동화를 여러 번 언급하는 영화 

속에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배치(PPL)는 광고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적당한 프로그램에 제품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일반적인 광고 기법은 

티저 광고이다. 

광고주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흥미

를 끌고 싶으면 실제 출시하기 전에 티저 광고를 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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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Hollywood movies do this all the time 

with what they call a ‘teaser trailer.’  Some teaser 

trailers are released without the title, but there is 
예 고 편 . .

only an opening date. This creates a huge buzz in 
소문, 풍문

the market. 

Teaser  ads do not show the actual product. They 
호기심을 자극하는

just ‘tease’ the product. Most viewers don’t know 
애타게 하다

exactly what the ad sells. 

That’s how teaser ads build word of mouth for new 

products or services before they are officially 
그리고 나서

available.

• this is why(그래서), this is how(그리하여), I guarantee 

that(단언컨대 ~하다), The reason is that(그 이유는 ~때문이다)

Do you notice how online search engines generate 
생 성 하 다 . .

ads that are related to your search?

Contextual advertising is a very specifically 

targeted form of Internet marketing. This contextual 
문 맥 상 의

advertising technique is quite modern. 

An automated system scans the text of a website for 
찾 다 . . .

keywords and sends advertisements that match the 
일 치 하 다

content which the user is viewing. 

번역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들은 소위 ‘티저 예고편’

으로 항상 이 방식을 쓴다. 어떤 티저 예고편들은 

제목 없이 개봉일만 공개한다. 이것은 시장에 엄청

난 입소문을 일으킨다. 

티저 광고는 실제 제품을 보여 주지 않는다. 단지 

제품에 애가 타게 한다.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 광

고가 무엇을 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런 방식으로 티저 광고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구입 가능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입소

문을 낸다.

 

온라인 검색 사이트가 여러분의 검색과 관련된 광

고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아 차렸는가? 

문맥 광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을 설정한 인터

넷 마케팅의 형태이다. 이 문맥 광고 기법은 상당히 

현대적이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핵심어를 찾아 웹 사이트의 

글을 스캔한 후, 사용자가 보고 있는 내용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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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earch engines also make use of contextual 

advertising for displaying ads on the search result 

pages. 

For example, when you type ‘jeans’ on search 

engines, you can see the websites of clothing shops 

in ‘power links’ or ‘sponsored links.’

There are many different advertising techniques 

other than the ones mentioned above. Advertising 

today has become an important marketing tool to 

increase the sales and profits of a business. 

Advertisers keep trying to persuade customers to 

us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When the product 

you’ve seen in an advertisement looks great, think 
병 렬 a

critically and buy smart.
병 렬 b

번역

많은 검색 사이트 또한 검색 결과 페이지에 광고를 

싣기 위해 문맥 광고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검색 사이트에 jeans(청바지)

라고 치면 여러분은 ‘파워링크’나 ‘스폰서 링크’ 안

에서 옷 가게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다른 광고 기법이 많다. 

오늘날 광고는 판매와 사업 수익을 증가시키는 중

요한 마케팅 도구가 되었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고객을 설득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어떤 광고에

서 본 제품이 좋아 보일 때, 비판적으로 생각한 후 

똑똑하게 구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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