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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Advertising

 Advertising is a form of communication used to 

persuade an audience to take some action. We are 
설 득 하 다

constantly exposed to many types of advertisements 

during our waking hours. Some ads try to persuade 
깨 어 있 는 

us to buy products, others try to inform us of the 

benefits of recycling, and still others try to convince 

us to help humanity by donating blood or giving to 
인 류 기 부 하 다

charity.
자 선 단 체

 We see ads everywhere. We see them on buildings, 

on buses and trains, on TV, and on the Internet. 

Online ads seem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forms of advertising nowadays. Has it always been 

this way? Of course not. The first form of advertising 

dates  back nearly four thousand years and was 
거슬러 올라가다

very different from ads today. Advertising has 

evolved through the years, taking many turns along 
진 화 했 다 변 했 다 해가 갈수록

its way, with the rise of new purposes and with the 

invention of new media.

번역

 

광고는 청중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사소통 형태이다. 우리는 깨어있

는 시간동안 많은 종류의 광고들에 끊임없이 노출

되어 있다. 일부 광고들은 우리에게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려하고, 또 어떤 광고는 재활용의 장점에 대

해 알려주려 하며, 또 다른 광고들은 우리를 설득시

켜 헌혈이나 자선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인류를 돕

도록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광고를 볼 수 있다. 건물에서도, 

버스나 열차, TV나 인터넷에도 광고를 본다. 온라

인 광고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광고 형태 중 하나

인 것 같다. 항상 이랬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최

초의 광고 형태는 약 4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며 지금의 광고와는 매우 달랐다. 광고는 해가 갈수

록 진화했는데 새로운 목적의 등장과 새로운 매체

의 발명과 함께 많이 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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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Advertising

 
The first advertisements in history were public 

notices carved in metal by ancient Egyptians about 
새 겨 진

4,000 years ago. At that time, metal was the most 

stable medium for advertising. The next form of 

advertising was town criers around the 13th century 
외치는 사람

in Europe. 

Town criers, chosen for their loud and strong voices, 
선 택 한

walked through the streets making public 

announcements. Since then, four very influential 

inventions have changed advertising dramatically - 

the printing press, the radio, the television, and the 
인 쇄 기

Internet.

 

The printing press, invented in the 15th century, 
인 쇄 기

made it easy for everyone to gain access to 

information by printing the information on paper. 

Subsequently, newspapers and magazines became 

popular media for advertising. Then along came the 

radio in the 19th century.

광고의 역사

 

역사상 첫 번째 광고는 약 4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

들에 의해 금속에 새겨진 공고문이었다. 그 당시, 

금속은 광고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매체였다. 그 다

음 광고 형태는 13세기 경 유럽에서 포고 사항을 

알리고 다니는 고을의 관원이었다.

거리에서 포고를 알리던 사람은 크고 건강한 목소

리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인데 공고를 알리며 길거

리를 걸어 돌아다녔다. 그 이후로, 네 가지의 매우 

영향력 있는 발명품이 광고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는

데 바로 인쇄기, 라디오, 텔레비전과 인터넷이었다. 

15세기에 발명된 인쇄기는 정보를 종이에 인쇄함

으로써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주었다. 

그 뒤에, 신문과 잡지가 광고의 대중적인 매체가 되

었다. 그 뒤를 이어 19세기에 라디오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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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people could hear advertising, 

and not just see it. Advertisers rushed to write 

musical jingles - short, catchy  tunes with words - to 
소리 , 선율 재미있고 외기 쉬운

make their products memorable where no visual 
시 각 적 인

cues were available. Once heard, these jingles often 
신호, 암시

stayed in the listener's head and reminded him or 
상 기 시 켰 다

her of the product in the ad.

 Then the television changed everything again. 

Although TV was invented early in the twentieth 

century, it did not become a mass commercial 

medium until the price of television sets became 
매 체

affordable in the 1950s. Print and radio had to take a 

back seat because, for the first time, commercials 
밀 려 나 다

were broadcast with sight, sound, and motion.

번역

처음에 사람들은 광고를 듣기만 할 뿐, 볼 수는 없

었다. 광고업자들은 시각적인 신호가 전혀 없는 곳

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앞다투어 짧고 기억하기 쉬운 말과 선율의 광고 음

악을 만들었다. 일단 한번 들으면, 이런 광고 음악

들은 종종 듣는 사람의 머리에 남아서 광고 속 상품

을 상기시켰다.

 그 뒤 텔레비전이 모든 것을 다시 바꾸었다. 비록 

TV는 20세기 초에 발명되었지만 1950년대에 TV

의 가격이 적당해지고 나서야 대중적인 상업 매체

가 되었다. 처음으로 광고들이 시각 자료와 소리, 

그리고 움직임과 함께 방송되면서 인쇄기와 라디오

는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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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 in the Present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a completely 

new form showed up: digital advertising. Online ads 

became popular, and the forms of advertising 

became more diverse. Online sites launched banner 
다 양 한

ads. Advertisers paid search engine sites so that 

when an online user typed in a keyword, the site 

would provide the user with the advertisers' 

company names or pictures of the products.

 The increasing need for advertisers to approach 

online consumers set  the stage on which 
마련하다 무 대 를

challenging, creative young people started to 

generate original advertising ideas. In 2005, a 
만 들 어 내 다

student from England, who needed money for his 

university education, conceived a website 
고 안 했 다

consisting of a million pixels. 
구 성 된

The image-based links on the pixels were sold for $1 
기 반 의

per pixel. The purchasers supplied tiny images, a 
구 매 자 들 은 제 공 했 다

URL to which the images were linked, and a slogan 
구 호

that would appear when moving the cursor over the 
커 서

link. The website became an Internet phenomenon.
유 별 한 현 상

현재의 광고

 

20세기 말, 전혀 새로운 형태가 출현했는데 바로 

디지털 광고이다. 온라인 광고는 인기가 있었고 광

고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다. 온라인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업자들은 온라인 사용

자들이 키보드로 입력하면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광

고업자들의 회사 이름이나 상품 사진들을 제공하도

록 검색엔진 사이트에 돈을 지불했다. 

 광고업자들이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필요성

이 늘어나면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사람들이 

독창적인 광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무대가 마련되

었다.  2005년, 대학교 학비가 필요했던 영국 출신

의 한 학생이 백만 개의 픽셀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고안했다. 

픽셀 위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링크들은 픽셀 하

나 당 1달러에 팔렸다. 구매자들을 작은 이미지들

과 이미지와 연결된 URL, 그리고 링크에서 커서를 

옮길 때 나타나는 광고 구호를 제공했다. 그 웹사이

트는 인터넷에서 매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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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lso was another interesting phenomenon in 

online advertising. In 2009 and 2010, a German 

telecommunication company used the flash mob 

idea in its ad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ir 

company name and to promote the brand image. 
촉 진 시 키 다

For example, the company organized a surprise 
조 직 했 다

flash mob dance at a busy train station. Another time, 

it held a surprise welcome party at the airport. 

People who saw these flash mobs felt happy and 

were left with a good feeling about the company. 

They also took pictures or recorded the event and 
녹 화 했 다

uploaded those images onto Internet sites. Online 
올 렸 다

users saw the uploaded pictures or videos and the 

advertisement spread with unimaginable speed. 
퍼 져 나 갔 다 상 상 할 수 없 는 속 도 로

What better way to advertise?

번역 

그 외에도 온라인 광고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이 

있었다. 2009년과 2010년에 독일의 전자통신회

사는 자신의 회사 이름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광고 속

에 플래시몹 아이디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그 회사는 붐비는 기차역에서 깜짝 플래

쉬몹 댄스를 조직했다. 또 한번은, 그 회사는 깜짝 

환영 파티를 공항에서 열었다. 이런 플래쉬몹을 본 

사람들은 행복해했고 그 회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사진을 찍고 이벤트를 녹화하여 인터

넷 사이트에 올렸다. 온라인 사용자들은 올라온 사

진들이나 동영상을 보았고 그 광고는 상상할 수 없

는 속도로 퍼져 나갔다. 이보다 더 좋은 광고 방법

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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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 in the Future

 
To keep  pace with the fast changes in advertising, 

발맞추기 위해서

ad experts are busy predicting what future 

advertisements will be like. According to many 

experts, 'smart' advertising is the future, which 

means advertisements will be targeted specifically at 

people who want them. 

You might have already seen this in a futuristic 

movie: A person walks through a store while digital 

signs call out the person's name and direct specific 

advertisements to him or her.

 

Here is an example of a futuristic ad. The billboard in 

the picture has a computer and camera system in it. 

The computer can guess if a person walking by is a 

man or woman with a great deal of accuracy. It can 

also tell how many people have walked in front of 

the screen, how many have turned to face the ad, 
돌 아 보 다

and how long they have looked at it. When equipped 

with facial recognition software, it can map out the 

profiles of the consumers that walk by.

미래의 광고

 

광고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광고 전문가들

은 미래의 광고가 어떠할지 예상하느라 분주하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마트’ 광고가 미래가 될 

것인데, 특별히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겨냥된 

광고를 말한다. 

당신은 미래를 다룬 영화에서 이것을 이미 봤을지

도 모른다. : 한 사람이 가게를 지나 걸어가는데 디

지털 간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위해 특정 광고를 보낸다. 

 

여기 미래 광고의 예가 있다. 사진 속 광고판이 컴

퓨터와 카메라를 그 안에 갖고 있다. 그 컴퓨터는 

지금 옆을 걸어가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매

우 정확하게 맞춘다. 그것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스크린 앞을 걸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광고에 얼굴을 돌아 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

동안 그것을 쳐다봤는지 말해준다. 안면 인식 프로

그램을 갖췄을 때에는 지나간 소비자들의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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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holographic projection is probably the most 
홀 로 그 래 픽

futuristic sounding advertising form of all. Soon you 
미 래 의 음 성 광 고

will be able to have your own personal 3D town 

criers standing on your smart phone telling you 
알리는 사람 서 있 는 말 하 는

what to look at or what to buy. In short, the ads of 

the future will be more digital, more in-your-face, and 
대 담 한

more personal.
개 인 적 인

While it took more than 3,000 years to move from 
옮 겨 가 다

the first form of advertising (metal signs in Egypt) to 

the next (town criers), it has taken only a few years 

for diverse online ads to take over traditional TV and 
다 양 한 대신하다

radio ads. 

Advertising is changing rapidly with new 
급 격 하 게

developments in media and communication 
발 달 통 신 기 술

technology. Who can imagine what will come next? 

Do you have any ideas? If so, maybe you will 

become the next great advertising king.

번역 

3차원 홀로 그래픽 프로젝션은 아마 가장 미래적인 

음성 광고일 것이다. 곧 당신은 당신의 스마트폰 앞

에 서서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야할지 말해

주는 당신만의 3차원으로 포고를 알리는 사람을 갖

게 될 것이다. 짧게 말해, 미래의 광고들은 더욱 디

지털화되고 더 대담하고 더 개인적이 될 것이다.

 

최초의 광고 형태(이집트의 금속 간판)에서 다음 것

(포고를 알리는 사람)까지 옮겨 가는 데는 약 3천 

년이 걸린 반면에 다양한 온라인 광고가 기존의 TV

와 라디오 광고를 점령하는 데에는 몇 년 밖에 걸리

지 않았다. 

광고는 새로운 매체와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

격하게 변하고 있다.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알겠는가? 만약 그렇

다면, 당신은 다음에 위대한 광고 왕이 될 것이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