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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광고 

- 감성 시대의 크리에이티브 

퍼블리시티

오늘날 유행하는 ‘감성 광고’와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홍보 

전략 ‘퍼블리시티’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그 조건들에 대

해 알아보자. 



최병광

‘감성 광고’와 ‘감성 세대’의 의미와 성격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본 광고에서의 고려 

요소

크리에이티브 퍼블리시티(Creative Publicity)의 

정의와 조건

카피라이터.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광고학 교수. 

문화재청, 산림청,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저서 『1초

에 가슴을 울려라』, 『21세기 셰익스피어는 웹에서 

탄생한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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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교통 및 동선, 지역적 특성 등의 조건은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

나이다. 

표적 시장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등에 기업의 제품이나 로

고, 특정 지역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시청자들에

게 무의식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 전략

이미지: 최초의 흑인 여성 공군 비행사 윌라 브라운의 

사진. 코카콜라 병이 함께 찍혀 있다.

PPL(Product Placement, 제품 간접 광고)



감성 광고란?

감성 광고(Emotional Advertisement)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자극하는 선전이나 홍보를 통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이용, 기업 이미지 증진 등의 목적

을 이루는 것

오늘날의 세대는 근검절약을 중시한 과거의 기성세대

와 달리 감성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멋있는 음악, 멋있는 모델, 멋있는 배경이 있다고 해서 

감성 광고는 아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내재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감성 

광고의 포인트!



저관여(低關與) 제품

중요도에 따라 제품을 나누었을 때, 값이 싸고 상표 간

의 품질 차이 및 위험 부담이 적어 구매를 위한 의사 

결정이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제품”

제품 광고의 경우 제품의 성격에 따라 광고의 접근 방

식이나 부각시켜야 할 제품의 특성이 다르다.

브랜드 결정 요인은 수용자에 따라 달라진다. 

예) 국제 전화의 경우 가정용의 브랜드 결정 요인은 

가격

40대 남자 간부 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브랜드 결정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표적 시장에 따라 상이한 

수용자층의 감성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시간대별 교통 및 동선, 지역적 특성 등의 조건은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



나이다.

PPL(Product Placement, 제품 간접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등에 기업의 제품이나 로

고, 특정 지역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시청자들에

게 무의식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 전략

크리에이티브 퍼블리시티

PR(Public Relations)

공중(公衆)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행위·기능”

퍼블리시티(Publicity)

특정 기업·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뉴스, 신문, 라디

오 등 언론 매체에서 자연스럽게 기사화되는 것. 일반

적인 광고에 비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으며, 기업 

광고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료로 선전된다.



크리에이티브 퍼블리시티(Creative Publicity)는

① 언론이 자발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② 감성을 자극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광고를 위한 이벤트는 감성적 접근과 언론을 통한 확

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CPM: cost per thousand. 

천 명에게 메시지를 알리는 데 드는 비용



감성 광고는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자극하는 홍보 방

식으로, 감성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날의 

세대에게 큰 효과를 발휘한다.

성공적인 광고를 위해선 제품의 성격에 알맞은 홍보 

중점을 설정하고, 표적 수용자층의 특성에 따른 욕구 

및 밀집 지역, 시간대별 동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해야 한다.

높은 파급력과 신뢰도를 가진 홍보 방법 ‘크리에이티

브 퍼블리시티(Creative Publicity)’는 언론의 시선을 

끌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1. 다음 중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광고의 방식인 ‘감성광고

(Emotional Advertisement)’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올바른 

것은?

(1) 대중 매체를 통한 다수의 수용자 확보

(2) 시청각적 효과를 사용한 감성적인 분위기 연출

(3)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자극

(4) 경제적인 가격 대비 성능비 부각

2. 중요도가 낮은 제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값이 싸고 상표간의 

품질 차이 및 위험부담이 적어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이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제품을 가리키는 말은?

(1) 저관여(低關與) 제품

(2) 고관여(高關與) 제품

(3) 비관여(非關與) 제품

(4) 유관여(有關與) 제품



3.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방식인 ‘퍼블리시티(Publicity)’의 특

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다.

(2) 광고주의 출고(出稿)를 통해 유료로 홍보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3) 언론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사화되며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다.

(4)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중의 공감대·감성을 자극하는 요소

를 갖고 있다.



1. (3)   2. (1)   3. (2)

3. 퍼블리시티는 광고주의 요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론의 취

재와 기사화를 통해 무료로 홍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강의 보기 

http://pincfloit.deviantart.com/art/Publicity-90725666

지식노트 

http://www.flickr.com/photos/emilerl/3708948843/in/

photostream/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22Willa_Be-

atrice_Brown,_a_31-year-old_Negro_American,_serves_

her_country_by_training_pilots_for_the_U.S._Army_Air_

Forces._-_NARA_-_5357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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