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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국문초록국문초록국문초록

‘디자인’이란 말이 ‘기술’이라는 말보다 자주 등장하는 요즘 ‘아트마케팅’
이 디자인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있다.
아트마케팅(ArtMarketing)이란,고품격 문화로 멀게 느꼈던 ‘예술’을 우
리 생활에 친근하게 접근시키는 기업의 마케팅방식으로 전시 및 공연,광
고,제품등 기타 예술활동을 통한 마케팅을 의미한다.
오늘날 소비시장은 성숙단계에 이르렀고,제품은 점점 더 비슷해져가고
있다.따라서 광고는 감성적 가치에 의해서 경쟁자로부터 차별화 되어야
하는 근본적 목적성은 물론이고 광고의 소구가 제품의 기능,편익으로부
터 소비자의 내적가치,미학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미학적감성’에 소구
하고 있다.미술작품의 광고사용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제품과 포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품의 이미지가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심플을 강조하며 모던함을 추구하던 가전제품에 미술작가들의 그림이 실
려 출시되고 2008년 현재 주방가전을 비롯하여 연수기,보일러에 까지 미
술작품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학적 감성화에 예술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트
마케팅 중 시각예술 분야인 미술작품으로 한정지어 일러스트레이션광고의
종류와 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표현방식과 공통적인 유형들을 분석하여 향
후 아트마케팅 광고 발전을 도모함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미술작품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전시공간,작가협력을 토대로
제작된 제품광고 사례를 수집하여 TV방송광고와 제품.포장광고의 일러
스트레이션 표현을 분석하였다.
아트 마케팅 광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미지이며,따라서 그러
한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필연으로 대두된다.광고에서 이미지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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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포함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술작품을 이용한 이미지의 표현방법은
원작을 모티브(Motive)로 두기 때문에 패러디(Parody)발상인 모방,해체,
합성의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크게는 구도적,내용적으로 구분지었으며
세부적인 분석으로는 주제부와 배경부,소품,색상이미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TV방송광고 경우 PPL,BPL방식과 스토리텔링방식 등을 이용
하여 인지도가 높은 작가나 작품을 영상이라는 기술로 생명력과 재미를
주고 제품을 예술품으로 소비자에게 소구 하고저 하였다.
따라서 이런경우의 표현방식들은 한 작품만을 패러디하였던 광고보다 진
일보하여 작품과 작품의 합성으로 광고창작표현에 새로운 트랜드를 형성
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과 포장의 경우 원작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지향하는 컨셉 이미지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사용하여 디자인 조형요소와 어울리게 일러스트 하였
다.이를 통하여 미술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작품주제에서 오는 이미지의
모티브 활용과 작품을 이루는 구도적,형태적,색채적인 시각적 요소들을
패러디 분석의 틀에 적용하여 새로운 표현기법을 각 매체별로 다양하게
표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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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histimewhendesignismentionedmoreoftenthantechnology,art
marketinghasbeenspreadacrossdesignindustry.
Artmarketingisatypeofmarketingthroughexhibitions,performance,
productsandotherartisticactivities,throughwhichwecometofeel
familiartoartthatfeltestrangedfrom ourlife.
Today'scustomermarketbecomesmatureandproductslooksimilar.
Therefore,advertisementsshouldpursueaestheticemotionwhichmeets
internalvaluesandaestheticneedsofcustomersratherthanfunctions
andconvenienceofproductsaswellasitsfundamentalobjectivethat
it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emotionalvalues.Artistic
productshavebeenlongusedforadvertisement,butthereareonlya
few exceptionalcasesthattheimagesofartisticworksarerepresented
on products and packages.As of 2008,paintings of artists are
presented and even artistic illustrations are represented on water
softnersand boilersincluding homeelectronicsforhomeelectronics
thatpursuedmodernism emphasizingsimplicity.
Therefore,thisstudyistoexaminethetypesandcasesofillustration
adslimitedtovisualartinartmarketingwhichactivelyusesartistic
codeforaestheticemotionandanalysemethodsoftherepresentation
and common types for development of future art marketing
advertisement.
For the purpose,this study collected cases of commercialads,
exhibitionsandproductadscreatedbasedoncollaborationofartist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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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illustrationsofTV commercials,productsandpackages.As
thecentralelementofartmarketingisanimage,itisinevitableto
studyit.Imagesinadvertisementsareinvolvedinmaythings.Asthe
representationofimageusingartisticworkusesoriginalworkasa
motive,this study categorizes images into imitation for parody,
dissolutionandsynthesisaccording tocompositionandcontentsand
sub-categorizesthem accordingtothemes,background,propsandcolor
images.
Asaresult,thisstudyfoundthatartisticworksbyhighly-recognized
artistsareembodiedwithimagetechnologywithauseofPPL,BPL
andstorytelling forTV commercialstoappealtocustomers.These
works arebuilding a new trend in creativeadvertisementthrough
synthesis ofworks instead ofa simple parody.Forproducts and
package,they collectcommon thingsfrom conceptimagesthatthe
image of original works and brand pursue and illustrate them
accordingtodesignmodels.Throughthisattempt,whenamotiveof
theimagefrom athemeandvisualelementsincomposition,formsand
colors thatcomposes an artistic work are applied fora frame of
parody analysis,new representationaltechnique can be represented
throughdivers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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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절절절절. . . .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트랜드는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있다.이것은 과거 디자이너들
이 트랜드를 만들고 홍보하여 소비자에게 반응을 이끌어 내던 시절은 지
났음을 뜻하는 의미와 같다. 최근 10년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정
보공유와 블로그,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소비자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
인 정보로 트랜드를 선택하고 공유하여 만들어 가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촛불문화제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여론형성과 이슈
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행동은 현대 정보화시대가 이끄는 동력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소비자는 더 이상 트랜드에 이끌려 가는 수동적 소비가 아니라 각
종 매체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미지를 전파시키며 기업이
내는 광고 그 이상의 신뢰적인 홍보와 타격을 주고 있다.이에 기업과 디
자이너들은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걸맞게 보다 발 빠르고 다양한 정보 수
집을 참고하여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디자인하여 트랜드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최근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역시 자아개발과 문화적 욕구를 가속
화 시키면서 기업 역시 소비자 요구에 맞춰 대중적 문화코드에 광고컨셉
을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IT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게 컴퓨터,핸드폰은 물론이고 가전,자동
차,패션,식품,생활용품 광고 등 모든 영역에 『문화,예술분야의 결과물
을 이용하여 이것를 브랜드와 연결짓는 마케팅 전략』의 아트마케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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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술과 마케팅의 만남은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브랜드나 제품에
예술적인 감각과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의 늘어난
문화 소비욕구와 맞물리면서 아트마케팅이 하나의 트랜드로 부각되는 추
세다.
광고 역시 이런 트랜드에서 멀지 않다.동서고금의 예술 작품은 광고를
빌어 수용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광고는 예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을 브랜드에 관한 관심으로 전이 시키며 고전명화를 활용함은 물론,현재
명성을 가진 작가들과의 협력으로 예술가와 기업 서로 모두 윈윈 전략을
펼치고 있다.1)
그 중에서도 미술작품을 이용한 아트마케팅 광고가 활발한데 시각적인
인지도가 높은 순수미술작품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응용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품격화 시키고 인지도를 상
승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기존 미술작품의 기업에서의 활용은 예술을 부각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로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방송 광고표현의 패러디적인 요소로 등장 하였었
다.하지만 소비자의 감성진화 속도가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빨라진 지금
미술작품의 기업 활용은 그 어느 때 보다 제품과 방송광고를 비롯하여 미
술작품전시 형태의 홍보 전략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인 미디어의 시대인 지금 기업은 인터넷으로 UCC콘테스트를 주
최하여 기업광고 패러디 소비자참여를 유도하며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소
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술작품패러디 방송광고는 예술적 작품의 캐릭터에 스토리를 가미하여
네티즌 소비자에게 재미를 주었고,네티즌들은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1) 이예림.“아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 연구”홍익대학교,석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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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놓고 광고 퍼가기를 허용하고 있다.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고 거기에 아름다움과 유희가 함께 되길 원하는 이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상업과 순수미술이 만들어내는 아트마케팅 광고는
제품구매.그 이상의 가치를 원하는 바램의 간접적인 충족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오늘날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수
준 높은 의식을 반영하여 다양한 조형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인 호응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소구의 방법
과 표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와 감성소비의 질적 변화를 읽는 아
트마케팅 광고의 주류인 미술작품 일러스트레이션광고의 종류와 사례를
알아본다.그리고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창출을 위해 활용된 미술작품은
어떤 방식으로 광고에 활용되고 표현 될 수 있는지 연구하여 향후 아트마
케팅 광고 발전을 도모함에 본 논문의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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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연구한 본 논문의 내용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범위와 방법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2장에서는 광고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마케팅의 정의와 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아트마케팅광고의 일러스트레이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광고효
과와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아트마케팅 광고에 사용되는 각종매체에 따른 작품 일러스트레
이션 표현을 수집하였고 앞장에서 예시된 광고일러스트레이션을 분석하여
그들의 표현법을 찾아보고 공통적인 이미지 대입표현을 연구하였다.
5장은 이 시대가 공감하는 광고일러스트레이션 조형의식과 개선점을 논하
고,연구내용을 요약,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향후연구방향을 제언하였
다.
이러한 목차와 차례에 의해 전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첫째,아트마케팅 광고의 중요한 표현요소인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을 위
하여 그 이론적 배경을 기존문헌을 토대로 조사 및 연구 한다.
둘째,방송광고와 최근 다양해진 아트마케팅의 일러스트레이션광고 사례
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각예술작품을 직,간접 응용하여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만드는 공통적인 표현을 연구하여 그 활용표현을 분석 연구한다.
넷째,문헌연구로서는 국내외 발간된 도서와 논문,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
집한 자료와 광고정보센터,인터넷을 통해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론적배경
과 아트마케팅광고를 분석하여 위와 같은 네가지의 기본골격을 축으로 본
논문이 추구코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아트마케팅 광고의 미
술 작품활용에 대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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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광고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마케팅아트마케팅아트마케팅아트마케팅

1111절절절절. . . . 일러스트레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광고광고광고

1. 1. 1. 1.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정의정의정의정의

시각예술의 중요장르중 하나인 일러스트레이션은 인류의 발생초기인 원시
시대 동굴벽화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대에서는 무한한 장르를 선
보이며 사회 문화 속에 흡수되어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인간의 무한한 생각이나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고 이해
하도록 그려지는 그림을 의미하며,2) 사전적 의미의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이란 'tomakelight'로서 ‘조명한다’,‘보이지 않는 사물에 빛
을 비추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즉 감상을 시각화하여 대중을 계
몽하고 명철하게 해명한다.3)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는 도표나 그림 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을 비추고 조명하는가?바로 글이다.‘일러스트레이션’하면 책의 삽화
를 먼저 떠올리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쓰이는 목적에 따라서는 여러 해
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조적 기능은 물론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내용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려는 시각적인 조형 활동이다.곧 일러스트레이션은 사고이전의
느낌이며,직감적 영상언어를 표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시
각 언어인 것이다4)

2) 디자인문화와 생활(경노훈,윤민희)1999.예경
3) 디자인 사전,김교만,안그라픽스,1994.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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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프레도 마시로니(ManfredoMassironi)’는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이미지와
그것에 상응하는 언어적 해석을 통해서 그 본질적 의미-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를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들의 총체라고 정의하면서 기호
작용으로서 의미의 사슬을 확장하는 작업이라고 설명 한다.5)

인간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형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하나는
문자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 언어이다.문자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기록,
보존,전파하는 수단으로서 인종,지역,관습 등에 따라 다르게 변천 하였
다.예술언어 또한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장르화 되어 오늘날의 미술,음악,
연극,무용 등으로 체계화되었다.이 두 언어영역은 서로 하나의 원리,즉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본성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
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방
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예술 형식 또한 그림언어가 일러스트레이션이
다6).이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은 넓은의미로서는 회화를
포함한 시각화된 형상을 말하고 좁은의미로서는 핸드 드로잉에 의한 그림
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표2-1)

4) 감성광고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 활용연구(2007/이수진/서경대 대학원)
5) 권혁수.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1995재원.p371~372
6) 같은책,p360

넓은 넓은 넓은 넓은 의미의미의미의미 좁은의미좁은의미좁은의미좁은의미
 ▪회화

 ▪컴퓨터 그래픽

 ▪사진을 포함하여 도표, 도형등 

 ▪문자 이외의 시각화 된것

▪핸드 드로잉(hand drawing)

에 의한 그림

                                                    표 2-1)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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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순수회화와 같다.화가들이 표현하
는 모든 방식을 일러스트레이터들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다만 순수회
화와 다른 점이라면 화가는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만 일러스트레이터
는 늘 독자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이어야한다는 것이다.7)
신문이나 잡지에서 기사내용을 보다 쉽게,혹은 흥미진진하게 보여줌으로써
글의 이해와 지면의 주목을 끌어낸다.요즘 들어 출판과 텍스트의 도우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글 이상의 메시지를 함축적이면서 시각적으로
전달하게 되었고 전파광고(텔레비젼,인터넷등)에서 그 시각적 전달 기능
의 선두에 서고 있다.
이런 목적성을 두기에 순수회화와 다른점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목적미술인 까닭은 그림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글의 내용과 연계
되거나 광고를 위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언어이기 때문이다.목적성에 의
한 일러스트레이션은 크게 광고 일러스트레이션과 공공일러스트레이션(표2
-2)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되어진다.

7) 고종희.2002일러스트레이션 p7~8

광광광고고고일일일러러러스스스트트트레레레이이이션션션(((광광광고고고))) 공공공공공공일일일러러러스스스트트트레레레이이이션션션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스토리보드,패션,영화

레코드,재킷브로슈어,연극포스터
패키지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공공기관 홍보물
카드 .우표

판촉물일러스트레이션
회사연감

국가기관 인쇄물,달력 등

                                           표2-2)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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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은 ‘삽화’나 ‘컷(cut)'으로 불리었고,출판분
야 에서는 단순 보조적.장식적 기능을 담당했지만 현재에서의 일러스트
레이션개념은 확대되어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하여 그 기능과 의미를 설명
할 수 있다.
첫째,의도된 목적이나 개념이 뚜렷한 목표지향적인 그림이어야 한다.
둘째,시각언어 커뮤니케이션아트(CommunicationArt)로서의 독자적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일러스트레이션은 컨셉(Concept)을 가진 목표 지향적 시각언어로
커뮤니케이션 아트의 독자적인 장르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두 가지 측면에
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내용이나 주제를 전달하는 기능
적 요소로서의 가치이고 둘째는,심미적인 조형적 기능이다.
전자는 광고물의 시각적 요소로서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며,후자는 조형적 요소로소 정감을 준 정서적,심미적 기능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시각 소구의 최초의 조
건과 “인상에 남아서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고 난 다음의 최후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8)
이렇게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들의 결과물은 결국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의 산역사가 되어 그 민족의 전통과 이성과 노력이 내포되어 있는 시대의
증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왜냐하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란 결국 그 시대의 유머 또는 문화의식 내지는 경제상황까지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9)

이렇듯 시대성을 담은 풍자,해학을 담고 있는 현대적인 미적 표현의 한 장
르인 일러스트레이션은 과거의 기능적인 사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우리나
라에서는 순수회화와 상업미술의 경계선쯤에서 목적성 미술의 장르로 구분

8) 이대일,form NO.11980,p6
9)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인가?-도서출판:디자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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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지고 있지만 뒤에서 다룰 아트마케팅의 작가참여로서 그러한 의도적
경계선이 자연스러워 지길 바란다.

2. 2. 2. 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일러스트레이션의 고찰고찰고찰고찰

(1)광고매체의 표현과 분류

신문,잡지,라디오,TV,인터넷는 광고 매체를 넓은의미로 해석한 분류한
5대 매체이며 옥외(광고),교통(광고),영화(광고),DM(DirectMarketing,
Direct Mail), 신문 잡지(광고), 특수광고(달력, 비지니스 증정품등),
POP(PointofPurchase),기타 판매 촉진적 광고 매체(전시회,이벤트,카타
로그,프로그램,메뉴,연감,명부,전화번호부 등)이것은 5대 매체를 보완
하는 매체로 구분할 수도 있다.

광고의 표현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세부적인 일러스
트레이션 표현분류는 (표2-3)과 같다.

■일러스트레이션 표현형식10)
A.구상적(具象的:사실적인 실체 그대로의 표현),
B.단화적(單化的:실체를 간결한 도형으로 단순화한 것),
C.추상적(抽象的:유기적 ·무기적인 추상도형의 표현),
D.만화적(희화적인 즐거움을 강조하는 표현),
E.패션(스타일화 ·모드화)

10)두산백과사전: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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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현현현
기기기법법법

표표표현현현
매매매체체체

표표표현현현장장장르르르

수채화

동양화

유화

마커

드로잉
재료
표현

그래픽
표현

입체
표현

평면
표현

인디일러스트레이션
(IndependentIllustration)독자적일러스트

패러일러스트
(Parallel
Illustration:
Text)

보완적일러스트

케릭터 커뮤니케이션 갤러리
사이언티
픽&

테크니컬
패션 3D

정보전달이
주 목적인
포스터,
광 편집,

캘린더 패키지
등과 같은
인쇄매체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각종요소인,즉
그래픽디자인
요소 및

Text(내용)와
연계되어
정보전달을
위한 컨셉
기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그역활을
해내는

일러스트이다.

팬시.
영상.
심벌릭.

비지니스 동영상

장식
일러스트

컨셉트
일러스트

넌픽션
일러스트

픽션
일러스트

동식물
및

무생물
도감

일러스트

랜더링
의료

일러스트

스타일링
일러스트

패턴
일러스트

지류

지점토

섬유

목재

금속

플라
스틱

희귀
재료

공예
일러
스트

쟈켓

삽화

팝업북

동화

공상과학

출판

저널

캐리커쳐

플래쉬
애니매이션

게임
그래픽
동영상
일러스트

애니트로닉

                                      표2-3)일러스트레이션 표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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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고의 기능

광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정보 기능
(informationalfunction)이며 둘째는 전환기능(transformationalfunction)이
다.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특성에 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고,후자
는 광고가 브랜드,라이프스타일,유행,사회적 혹은 문화적 경향을 가지고
소비자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11)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인간과 제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인간은 광
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호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와 사회
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도 가지게 된다.오늘날의 광고는 심벌과 이미지
를 전달하는 도구로 치장되어 있으며,암시적이고 자유롭고 충고적 이며 문
학적이며 논리적,분석적인 창작의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우면서도 친숙한
호감도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광고는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지
(information),설득(persuading),인상(impression)을 통하여 고객을 창조
(creating)하는 것으로,우선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고 나아가 기
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흥미를 일으켜서 판매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 그 역할이 얼마나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고에서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창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을 통하여 문안이 나타내고자 하는 광고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또한 보다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11) 『디자인 문화와 생활.』경노훈.윤미희.예경.1999



- 12 -

으로 광고물의 시각 소구적 요소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일러스트레이션은
광고의 구성요소 가운데 광고의 개성을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어떤 광고를 보고 뚜렷한 이미지를 오랫동안 느끼게 되는 것은 주로 이 일
러스트레이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2)

광고왕 이라 불리 우는 홉킨스는 “광고의 1/3~1/2은 그림의 힘에 좌우된
다”고 말하였으며,스티븐 베이커는 “인간이 받는 인상의 88퍼센트가 시각
에서 오는 것으로 사진 등에 의한 것이 많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
한 점도 중요하다.

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비해서 그림이나 사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잠재의식에 작용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적다.또한 그림이나 사진은 문자처
럼 한자씩 눈으로 쫓아가지 않아도 한순간에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
루어지고,문자보다 눈을 끄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데이빗 오길
비가 “헤드라인의 실패는 광고의 80퍼센트를 못쓰게 만든 셈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상으로,그림이나 사진이 광고 제작에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이상의 점에서 이미지 조성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커다란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일러스트레이션은 광고 안에서 ‘시각적’인 요소
로 작용함과 동시에 때로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13)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며 이는
시각적 전달에 의해 감성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표현되어 진다.일러스트가
광고에 쓰였을 경우 이러한 어떤 느낌이란 시각적인 요소로 메시지전달을
받아 상품의 정보를 처음 접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다.14)광고일러스트레이션은‘소비자를 설득하는 공감 장치’이며 기업이 전달

12) 김주실."문화마케팅과 광고표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석사 1999
13) 야마다 fldpdl,김충기 역,『일러스트레이션과 이미지전략』,나남,1991,p17~19
14) 성근형."신문광고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 활용경향에 관한 연구"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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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메시지를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쉽게 감각적으로 바
꾸는 작업이다.그러므로 광고는 이해를 위한 ‘이성’과 공감을 위한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15)

3. 3. 3. 3. 패러디 패러디 패러디 패러디 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

(1)패러디(Parody)의 개념

패러디(Parody)는 이미 존재하는 원작(text)16).에 대해 경의를 간직한 채
풍자적이고 경멸스러운 조롱조에서 장난스러운 유머에 이르기까지 현대 패
러디의 범주는 광범위 하나 넓게 정의하자면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
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
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텍스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만 본다면 모방이라
는 개념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 사실을 전제할 경
우 패러디는 단순 모방보다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수용
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모방 대상으로부터의 일탈
(逸脫)을 도모하게 됨으로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갖추어 진다.그리고 기
존 텍스트를 시각적 패러디 구성요소로 계획적으로 배열함에 있어 새로운
텍스트를 완성시키는데 질적 차이를 부여하며 광고를 제작하게 된다.또한

15) 명광주."아트워크 양식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홍익대 대학원박사 .2007
16) 텍스트:text는 상대방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로서 이미지,문자,기호 단어,
구,문장,다이어그램,도표 등 시각적인 배열,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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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개된(존재하는)텍스트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될 수 있어서 표절
과 구분되어 패러디의 성립 요건에 부응시킬 수 있다.17)

(2)패러디 광고의 배경

모든 광고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흔
히 정보화 사회,대중소비사회,또는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부른다.산업의
발달로 인한 생산양식의 변화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삶의 방
식이나 생활양식을 변화시킨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젊은 소비계층은 풍부한 감성으로 이미지의 해석능
력을 갖춘 세대로 부상하였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자유로운 감각을 갖게
하였다.또한 각종 테크널러지(technology)와 예술의 결합은 또 다른 광고
표현 장르인 포스트모던(postmodern)18) 광고를 등장시켰다.

포스트모던 광고의 특징은 현실과 허구의 뒤섞임,서술구조의 해체로 파편
화된 이미지,수용자가 개입하는 서술구조,공간과 시간의 해체,예술 장르
의 혼합에 의한 장르의 해체,컴퓨터 그래픽의 독특한 사용,페미니즘적 시
선,카메라의 시선일치의 파괴,전통적 색조조화와 파괴로 나누어지고 복합
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9)

이러한 특징을 지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패러디
광고의 배경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와 컴퓨터 그
래픽을 통해 기존의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어 다양한 패러
디의 공동 창조자가 되게 하며,이러한 문화를 인지한 기업의 전략에 의해

17)김창희."국내광고에 표현된 패러디 구성요소에 따른 시각적 분석 연구".부경대학교 석사.2005.p3~4

18)포스트모던:탈(脫)근대주의의 예술운동 합리성을 부정하고 근대를 초월하려는 운동
출처:(네이버사전)

19)전혜진."광고에 나타난 미술작품 패러디연구"고려대학교 석사 2006.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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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대상의 ‘UCC20)( User Created Contents)패러디콘테스트’라는 광고
이벤트로 패러디 텍스트의 능동적인 공동 창조자가 되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창조성에 유희성을 더한 전략적인 요소로까지 등장하기도 한다.

(3)패러디광고와 일러스트레이션

광고에서 패러디는 새로운 창조활동에 소비자를 끌어들여 아이러니컬한 분
위기와 친숙함을 갖게 하여 새로움과 낯설음,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새로
운 재미에 빠지게 한다.그러므로 패러디 광고의 배경이 된 원작과의 사이
에는 새로운 창작 거리가 생기게 된다.21) 광고에서의 패러디 일러스트레이
션은 원작에 대한 비판,조롱의 형식보다는 원작에 근거를 두고 유머를 가
미한 텍스트의 모방과 해체,통합의 재구성의 표현이라고 봐야한다.

패러디 광고의 경우 표절의 구분이 분명해야 하며 이의 구분할 수 있는 기
준을 세워둬야 한다.

첫째,원작을 공개하려는 의지.

둘째,새로운 각도에서의 창조적 재구성.

셋째,심각하고 진지한 비평과 풍자보다는 유머스러운 재미요소가 있어야
한다.

패러디광고는 이미 인지된 원작을 재창조한 아이러니의 형성으로 재해석,
재구성하여 광고의 소재나 테마로 사용되는 행위로 집약할 수 있다.

광고주들은 자사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소구하기 위해 많은 기법들을 연구
해 오고 있고 제품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판매촉진 수단으로 그 기법들은
정교한 발전을 해왔다.

20)UCC: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UGC(UserGeneratedContents)로 알려져있다 .출처:네이버백과

21) 김창희.“국내광고에 표현된 패러디 구성요소에 따른 시각적 분석 연구”.부경대학교 석사.2005.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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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회상도를 높일 수 있는 익숙한 작품은 이의 다
양한 패러디 기법과 기술로 새로운 패러디 일러스트로 만들어 지게 된다.

소비자를 사로잡는 중요한 두 속성은 진실과 매력성이다.이 매력은 친밀
감,유사성,호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친밀감이란 문자 그대로 소비자
에게 친근감을 주거나 친근하게 느끼는 정보원의 속성을 말하는데 맥과이
어(Mcguire)에 의하면,이러한 친근감은 정보원과 수용자간의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결과적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
다고 한다.이는 유명한 원작의 친밀감을 기본으로 하는 패러디 기법의 기
보이기도 하다.

유사성은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정보원,즉 등장
인물이나 표현 등 원작에 대해 자기와의 유사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쉽다는
것이다.즉,연령,교육정도,경제적 수준,종교,인종,고향이나 거주지 등이
나 태도,의견 등에서 정보원이 자신과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각하면
그 정보원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의는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정보원에 대해
서는 호감을 느끼게 되어 메시지를 잘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수용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가지고 있는 호의적인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는 점에서 패러디 광고의 효과를 검증해 주고 있다.22)

22) 전혜진.“광고에 나타난 미술작품 패러디연구”고려대학교 석사 2006.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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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절절절절. . . .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1. 1. 1. 1.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개념개념개념개념

디자인’이라는 말이 ‘기술’이라는 말보다 자주 등장하는 요즘 ‘감성 마케팅’,
‘데카르트 마케팅’,‘아트 마케팅’이 디자인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이
런 어구들은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수준 높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
키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이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기술력과 품질이 대동
소이(大同小異)해진 지금 제품선택의 기능적인 사용의 목적 이외의 미적인
감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감성적 영역 중 가장 우선하는 요소가 디자인
이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참여와 주5일제 근무증가는 여가와 문화의
관심을 높이었고,소비층의 감성과 문화를 읽어야하는 기업에서는 ‘아트마
케팅’이란 문화적 코드로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있다.

아트마케팅(ArtMarketing)이란,고품격 문화로 멀게만 느꼈던 ‘예술’을 우
리 ‘생활’에 친근하게 접근시키는 기업의 마케팅 방식으로 전시 및 공연,
기타 예술 활동을 통한 마케팅을 의미한다. 웰빙이나 로하스23) 등의 삶
의 여유와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요즘 사람들의 열망이 이러한 ‘아트마케
팅’을 통해 기업과 제품의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트 마케팅(Artmarketing)이란 이처럼 기업이 기업이미지나 제품의 이미
지를 좋게 하기 위해 예술 작품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예술 작
품이란 예술 공연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통 미술 작품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이것은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나

23)로하스(LOHAS)는 LifestylesOfHealthAndSustainability의 줄임말로,건강과 환경,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웰빙에 사회와 환경을 추가해,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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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는 일종의 경영활동이
라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 기업 이미지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기업과 문
화예술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파트너 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핵심
목표는 예술을 통해 브랜드를 차별화하여 인지도,선호도,충성도를 높이고
경쟁 우위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이 용어는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화가.즉 작가 또는 그
룹이 자신들의 작품을 팔기 위해서 신문,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에도 홍보하
고,고객의 취향에 맞게 작품을 제작하고,자신들을 알리는데 사용하는 마
케팅을 아트마케팅이라 하기도 한다.

2. 2. 2. 2.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등장배경등장배경등장배경등장배경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모든 산업 환경을 지배해 왔던 대량생산 체제는 유
통 구조의 변화와 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해 급변하게 되었고 디자인에 대
한 새로운 의미부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사람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평준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상품의 생산을 위한
기존의 디자인에서 더 다양해지고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디자인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고,24)이러한 개념적 변화는 제품과
광고의 일러스트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이어 20세기에 등장
한 팝아트는 예술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는 증대하기
시작했다.

24) 신언모,『고객을 사로잡는 디자인 혁신』 살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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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들은 캠벨 스프25)와 마릴린 먼로,미키마우스와 만화 등 대중
문화에서 가져온 소재들을 작품에 차용하였고,상품과 아트의 만남은 그렇
게 이루어졌다.소비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간파한 기업은 이를 기업의 마케
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해했고 이것은 아트마케팅의 시작이 된
다.26)
우리나라에서 아트마케팅이란 용어가 나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감성이 화두가 되어 기업들이 문화적 코드를 경영과 마케팅에 도입하면서
그의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데카르트 마케팅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데카르트란 기술(Tech)과 예술(Art)을 합친 신조어이다.
원래 발음은 테크아트에 가깝지만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이름을 원용
했다.데카르트 마케팅은 주로 전자제품의 기술력에 예술을 더해 출시된 제
품을 통한 마케팅을 지칭 하였으나 요즘에는 전자제품이 아닌 화장품,패
션,유통분야에 까지 이를 지칭하여 아트마케팅과 혼용되어 기사화 되어 쓰
여 지고 있다.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술 분야의 시각성을 강조한 광고 일
러스트레이션 사례와 그 표현을 연구하는 논제에 맞게 이를 아트마케팅의
범주에 넣었다.
아트 마케팅은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서 새로운 창조가 이뤄져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 측면과 감성적 코드가 충족되면
서 제품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유명 디자이너나 예술가
들의 작품을 제품이미지에 반영함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
는 것이다.

25)켐벨스프:미국 대형매장에서 1$정도에 판매되는 값싼음식으로서 앤디워홀은 주변의 흔한상품들로 작품의 소
재로 삼아 실크스크린의 복사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26)이예림.“아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 연구”홍익대학교,석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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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가 2007년 방송광고에 미술작품을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었으나
1992년 창업한 잡화 전문 업체인 ‘쌈지’를 선두주자라 볼 수 있다.쌈지는
‘구성원의 디자이너화’,‘디자이너의 경영자화’,‘상품의 예술화,예술의 생
활화’라는 디자인 경영철학으로 아트를 경영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
으로 해왔으며 쌈지컬쳐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는 등 아트마케팅을 충분
히 활용하여 성공한 국내 선발 기업이다.

3. 3. 3. 3.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니즈의 니즈의 니즈의 니즈의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아트마케팅아트마케팅아트마케팅아트마케팅

덴마크 코펜하겐의 미래학 연구소의 롤프 옌센(RolfJensen)은 ‘꿈과 감성
을 파는 사회(TheDream Society)’에서 수렵-농경-산업-정보사회를 지나
면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가정하며 이는 “상품이 아닌 상품에 담겨있는
‘멋진 이야기’를 사는 시대”를 말하고 있다.

감성과 문화가 화두로 세운 기업 역시 사회적 트랜드(trend)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수정한다.아트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needs)에 따라 소
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도에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리로 ‘미국의
디자인 열풍(TheRedesigningofAmerica)’이 집중 소개될 만큼,중요한 사
회적 트랜드였다.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지속된 미국의 경제호황 덕분에,양보다 질을 중시하
고 기능과 더불어 디자인을 중시하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기호변화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27)

27) .이코노믹 리뷰2007.02-20월호(주)ER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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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능성 소비’가 아닌 ‘기호성 소비’를 하게 되
었다.기호적 소비란 상품의 주요 기능보다도 상품이 갖는 이미지나 스토리
를 누리는 데 초점을 둔다.28)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Maslow'sHierarchyofneeds)이론(표2-4)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낮은 순위의 생리적 욕구로부터 안전의 욕구와 감정적 욕구를
거쳐 자기존중과 자기실현의 욕구에 이른다고 한다.

28)신현암 외 2000
표 2-1)출처:GordonR.FoxwellandRonaldE.Goldsmith,김완석,황의록 역,마케팅을 위한

소비자심리학,1996,p239

MaslowMaslowMaslowMaslow의 의 의 의 욕구욕구욕구욕구

자자자기기기실실실현현현

개인적 성장 - 그 자신의 독특한 자기가 되려 하거나 되기 위해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구

타인들에대한 영향 -타인의 소비결정에 대한 자신의 영향을
느끼려는 욕구

자자자기기기존존존중중중
타인들의 인정 -타인에 의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얻으려고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구
(유명 디자이너 의류)

소소소속속속감감감 타인들에 의한 수용 - 의미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특별한 물
질적 편안함을 위해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구(사치품,신상품)

안안안전전전 욕욕욕구구구 물질적 안전 -적당한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구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욕욕욕구구구 신체적 안전 -상품의 해나 위험을 피하고 또 환경에서 깨끗환 공기
와 물을 얻기 위해 상품을 소비하는 욕구

표2-4)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이론과 소비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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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좀 더 부유해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을 충족해 주는 서비스와
그들의 열망에 대변해주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그 해답을 브랜드에
서 찾기 시작했다.이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 문제가 아닌 자아실현
욕구를 추구하게 되자 브랜드는 좀 더 강력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가진 ,성
공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브랜드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관과 라이
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29)
이러한 의미부여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표현하는데 있어 브
랜드의 제품을 구입하여 자신과 그 브랜드를 동격화 시킨다.이는 시대가
흐를수록,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고자 좀 더 세련되고 가치
있는 브랜드를 추구하게 되고 자신과 일치된 브랜드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상을 소비하는 대중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디자인 제품
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이 변하
고 30)개성과 즐거움,개인별 가치상승의 문화에 혼합된 이러한 흐름을 현
재 미술 작품의 대한 광고수요가 필요해진 것이다.

4. 4. 4. 4. 아트마케팅을 아트마케팅을 아트마케팅을 아트마케팅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기업의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관리관리관리관리

현대의 기업마케팅에 있어 브랜드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기업의 모든 마케
팅전략이 브랜드 인지도를 고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라는 '앨리스'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
더라도 브랜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그리고 기업의 아트마케
팅에 있어 미술 작품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효과를 발휘한다.미술작품이

29)이예림.“아트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2006.p11~12
30)윤민희『문화의 키워드』 디자인.2003.예경.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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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명성과 감성코드는 소비자에게 기업과 상품으로의 쉽고도 편한 접
근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의 인식 속에 강력한 기업이미지를 형성시킨다.
아트마케팅에서의 마케팅믹스를(표2-5)31)분석해보면 일반적인 마케팅 믹
스인 4p(product,price,place,promotion)에 서비스 마케팅의 개념을 빌어
사람(people),물리적 실체(physicalevidence),과정(process)를 추가한 7p
로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미술작품을 아트마케팅에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일까?기업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하고 명확하다.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업 마케팅활동의 유일무이한 Mission이다.

31)표2-5)아트마케팅에서의 마케팅 믹스
 (출처:김민주 『컬덕시대의 문화마케팅』.외.서울문화재단.2005) 

아아아트트트마마마케케케팅팅팅 믹믹믹스스스의의의 요요요소소소
내용내용내용내용

product
예술을 통해 이미지와 감성을 강조하는 

문화상품 개발

price
예술을 통한 프리미엄 부과,

가격 경쟁력 확보

place
공연장, 미술관 등과의 연계 및 인프라 

구축

promotion
공연,문화이벤트 등을 기획

physical evidence
고객체험을 유도하는 매장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이 부각

people
임직원들에게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제공

process
기업내 전문가 조직에 의한 운영

표2-5)아트마케팅에서의 마케팅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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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활동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매출과 직결된다.매출의 증감은 마
케팅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미
술작품을 활용한 아트마케팅에 있어 단기적 매출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섣
부른 판단이다
어떤 기업이 미술작품을 아트마케팅활동에 활용하고자 한다면,기업의 인지
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마케팅으로의 접근과 함께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으
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기적 매출증대를 위해 미술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그 효과나 대외신임도
확보 면에서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미술작품은 시각적감성의 언어이다.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고뇌와 새로운
창조욕구가 코드 곳곳에 배어있다.
고객은 더 이상 상품의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며 이제는 상품의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32)인 고객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
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감동이다.
아트마케팅에서 미술작품 활용은 바로 시각적감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감동,
이를 통한 기업이미지제고,그리고 장기적인 매출증대에 그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광고일러스트레이션은 제품이 가진 의미를 합리적,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의 개성과 특성을 대변해주는 이미지 표현이
다.또한 유사업종이나 동종제품간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타 제
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여러 가지 기존의 인지도가 있는 작품을 활용하는
표현법이 필요해진 것이다.

32) 프프프로로로슈슈슈머머머(영어:Prosumer):생생생산산산 소소소비비비자자자,참여형 소비자는 영어의 생생생산산산자자자(ppprrroooducer)혹은 전전전문문문가가가
(ppprrrooofessional)에 소소소비비비자자자(consssuuummmeeerrr)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경우는 소
비자이지만 제품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며,전문가와 소비자가 결합된 경우는 비전문가이지만 타 전문가
의 분야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프로슈머의 개념은 1972년 마셜 맥루언과 베링턴 네빗이 《현대를 이해한
다》(TakeToday)에서 "전기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처음 등장했으나,"프
로슈머"라는 단어는 1980년앨빈 토플러가 《제3물결》에서 최초로 사용했다.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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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저마다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기업마다의 고유한 이미지는
긴 세월동안 형성된 기업만의 색깔이며,그 이미지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는
형성되고 소비자에게 인식된다.기업은 기업이 지닌 고유한 이미지변수의
측정을 통해 예술과의 적합도를 산출,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트마케팅을
실행하여야만 마케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예술,즉 아트를 접목하는 것은 상품 디자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사
업기획이나 조직운영에서도 이러한 감각경영을 적극 활용한다.작가들의 예
술적 이상을 현실화,생활화시키는 한편 작품 같은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대
중화하는 데 주력한다.때문에 아트 마케팅을 위한 경영의 촉수는 다방면으
로 뻗어있어야 한다.시장과 공장 그리고 회의실만을 넘나들 문제가 아니
다.미술가와 끊임없는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의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작업
에 동참하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 후원은 작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상품 디자인에 예술성이 묻어
나오게 하는 효율적이고 고차원적인 투자방법이다.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비전을 가진 작가들의 감각을 빌어 소비자들의 감각을 예측하고 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트 마케팅이다. 이렇게 아트와 경영의 접목
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기업문화가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 매우 적
합한 접근방법인 것이다.33)

5. 5. 5. 5.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아트마케팅의 범주범주범주범주

예술이 기업환경과 기업문화에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이러한 협력관계
의 효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점차 늘어나는 예술에 대한 수요와 예술

33) 월간마케팅 200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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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긍정적이고 잠재적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며 소비자의 기호를 형성하는
새로운 표적시장으로서 분류할 수 있는 범주를 갖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이미지향상,광고,판촉활동,제품개발 그리고 섭외활동 등에서 예술
을 활용하여 아트마케팅을 펼치고 있다.34)
이처럼 미술작품 이미지의 시각적인 표출방식인 아트마케팅의 범위는 상당
히 넓으며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는 공연이나 전시 후원뿐만 아니라 기업
의 이미지와 적합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아트
마케팅이 이미 진행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아트마케팅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아트 마케팅은 본래 미술 분야 뿐 아니
라 다른 문화 예술 분야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술을 이용한 아트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재 기업들의 아트 마케팅 경향은 미술 작
품을 실제 디자인에 도입하거나 아티스트를 아트 디렉터로 영입하는 등 적
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트 마케팅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작가지원재단,전시공간사례,아티스
트와의 협력 디자인개발,작품인용,광고 등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째,제품 개발에 활용한 아트마케팅이다.
둘째,브랜드 디자인으로서의 아트마케팅이다.
셋째,광고로서의 아트마케팅이다.
넷째로,판촉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트마케팅이다.
다섯째,전시공간을 활용하는 아트마케팅이다.

(1)작가 지원 재단(스폰서 십 형태의 아트마케팅)
이것은 스폰서십의 형태로 진행되는 아트마케팅이다.아트마케팅의 가장 기

34) 강경미“문화마케팅 측면에서의 기업박물관의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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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형태가 후원 및 협찬금 지원으로서 종전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한 일회성 협찬금 지원이나 특정 행사 후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요즈음은 일보 발전해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트 마케팅적 측면에서 이 시대의 기업메세나는 예술자선(Philanthropy)의
측면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관점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예술후원
(Sponsorship)의 개념으로 변화되었고,현대의 기업메세나35)는 예술투자관
점(Partnership)을 바탕으로 기업과 예술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아트마케
팅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였다.36)
야후 코리아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라이프’등을 후원했으며,롯데백화
점 화랑은 ‘박재동의 실크로드 기행展’을 주최한 후 전시를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 무료로 대여하기도 했다.
유니레버 코리아는 음악 공연 중간에 녹차와 허브티 시음 티타임을 마련한
‘립톤티(tea)와 음악의 만남’행사를,크라운-해태제과는 ‘제1회 크라운-해태
제과 흙으로 만든 인형 공모대전 입상작품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이렇게 발전된 아트마케팅 사례는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된다.

(2)전시공간를 통한 아트마케팅
전시공간을 통한 아트마케팅은 예술품들 문화재등 미술관에서만 이루어진
특정한 활동이 아니라 이를 포함함은 기업이 브랜드를 알리는 대중공간을
모두 지칭한다.
과거의 전시는 예술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즉
단순히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 일반대중을 상대로 작품들

35)메세나(Mecenat)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지원자”를 뜻하는 말로서 한국 기업 메세나 협의회
는 94년에 결성되어서 현재157개 기업이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 메세나 협회 계간지 표지 인용 2000년 봄 호

36) 마경남 “‘미술전시를 위한 ArtMarketing도입사례와 관람객연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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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활동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예술품
의 가치를 알려주는 정신적 교류활동이었다.이러한 순수한 가치성을 기업
은 이미지 가치 창출을 위해 전시를 통해 아트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트마케팅으로서의 전시는
첫째,백화점이 매장을 이용하여 아트마케팅을 추진하는 편이다.
신세계백화점 본관,롯데백화점 명품관 에비뉴엘,현대백화점 본점 등은 갤
러리를 설치하여 예술작품을 전시한다.일차적 목적은 작품을 보려고 찾아
온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을 증대하려는 데 있지만,고급스러운 매장 이미지
를 심어주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LG패션 닥스는 ‘10FacesofDaks’라는 제목으로 신진작가 10명이 닥스 고
유의 하우스 체크인 ‘D’자를 디자인 소재로 만든 조형물을 전시한 바 있으
며,태평양의 ‘디아모레 갤러리’에서도 순수미술 작품 및 공예품을 전시한
다.
둘째,기업이 제품을 기업이벤트를 미술행사와 접목하여 제품속의 미술을
전시하거나 신제품 발표회장을 아트센터로 정하여 갤러리의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 제품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기업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사례로 박물관 독점투어도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세계 최대 크기의 63인치 PDPTV 신제품 발표회를 프랑
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 전시 공간 중 한 곳에 PDPTV를 설치
하고,세계 유수의 명화를 상영했다.이렇게 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제품의
우수한 해상도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예술을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게 된것이다.
다국적 기업인 포드사와 노키아 사도 지난해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
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져,갤러리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신제품과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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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연결시켰고 포스코는 전시가 끝난 주택전시관을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꾸몄고 이러한 시도가 부근 주민과 문화 관련자들에 호
평을 받자 지속적으로 주택전시관 미술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
다.37)이 외에도 공공시설 지하철 ,시설부조물 외관,버스정류소,건물 공사
휘장등 미술작품을 이용한 기업의 예술적 포장이 전시라는 형태로 특정공
간뿐 아니라 생활곳곳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3)브랜드 디자인.제품개발의 아트마케팅
2000년대 들어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최첨단 기능’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기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첨단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프리미엄을 소
비자에게 줄 수 없게 되자 결국 기능을 넘어 제품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
하면서 가전제품 아니라 ‘예술품’이라는 마케팅으로 아트마케팅을 펼치고
있다.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시각적 취향
의 고급화로 인해 소위 매니아 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아티젠’이라 부른
다.'아티젠(Arty Generation :art와 generation을 합친 ‘아티 제너레이
션·ArtyGeneration’의 줄임말)'은 상품의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예술이
결합된 아트 디자인을 선호하며,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의 수준을 넘어 디자
이너 혹은 예술가가 주는 고유의 디자인과 퍼스낼러티를 중시하는 소비자
를 뜻한다.이에 기업은 트랜드를 한 발 앞서가는 소수 소비자층에서 그 흐
름을 읽고 다수의 소비자층을 위해 브랜드이미지 메이킹과 제품디자인과
포장에 미술작품을 이용하고 있다.

(4)아티스트와 기업협력의 아트마케팅
소비자들이 스쳐 지나가기 쉬운 광고도 유명 예술가가 참여하면 주목 할

37) 마경남 “‘미술전시를 위한 ArtMarketing도입사례와 관람객연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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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예술이 된다.이런 ‘아트’광고들은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아
티스트와 브랜드 이미지를 중첩(오버랩)시키는 데 주력한다.앱솔루트 보드
카는 예술이 된 광고의 대명사다.
고급 보드카 시장을 석권한 앱솔루트는 1985년 브랜드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앤디 워홀과 손을 잡는다.앤디 워홀이 독창적으로 해석한 앱솔
루트 이미지를 그린 그림을 광고로 내보낸 것이다.앤디 워홀에서 시작한
앱솔루트의 아트 광고에는 그동안 스텔라 매카트니,톰 포트,장 폴 고티에,
마놀로 블라닉,존 갈리아노 등 유명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국내
에선 삼성이 앙드레 김과의 협력,cj홈쇼핑의 광고에 육심원 화가의 협력을
그 사례로 들수 있는데 구체적 사례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5)아트마케팅 방송광고

기업이 제품개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판매까지의 동기수단으로서의 역
할이 가장 큰 광고의 역할은 굳이 설명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기존에 미
술작품을 이용하여 광고에 활용된 사례는 인쇄매체가 가장 많은 편 이었고
방송광고에서는 유머와 회상력을 유도하는 패러디적 표현요소의 수단 이었
다.하지만 아트마케팅 방송광고는 소비자의 문화적 감성수준의 향상으로
단지 광고표현 요소로서나 이미지 활용의 차원을 넘어 예술과 브랜드 이미
지를 동일화 시키는 표현에 주력하고 있다.
아트마케팅을 통한 광고는 작품 속 이미지를 제품이나 광고에 활용하는 경
우로 LG전자는 ‘생활 속 명화’라는 컨셉의 텔레비전 광고로 2007년 각종
언론사에서 광고 대상을 수상하였다.아트마케팅 광고로서 선두주자는 아니
었지만 방송광고의 히트로 후속광고들을 일관적으로 미술작품을 이용한
PPL방식으로 작품속에 브랜드와 제품을 배치하여 소비자의 시각적 만족과
제품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성공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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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도입시 도입시 도입시 도입시 고려할 고려할 고려할 고려할 점점점점

(1)라이센스 계약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저작권이 속해 있는 작품은 그곳과 국내 저
작권기관에 저작권 관리 대행이 되어 있는 작품은 그 기관과 모두 저작권
에 관한 협의,계약을 따로 한다.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되고,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이처럼 오래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유럽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저작
권을 보호해 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
우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 시 상업적인 이용은 허용된다.

2)차별화의 조건

명성을 지닌 미술작품과 아티스트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아트마케팅은 기
업·브랜드 이미지를 동반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다.또 아티젠으로 불
릴 만큼,예술적 디자인이 살아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군의 기대
심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하지만 기업·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유명 아티스트만을 선호하다 보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
은 어색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궁극적인 차별화의 조건
첫째,아티스트의 이름값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이
미지를 조화 시켜야 한다.
둘째,유행적인 패턴에 끌려가지 말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 표현의 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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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셋째,아트마케팅에 성공한 기업들이 일회성 이벤트식 접근보다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품질과 기술력의 차이가 좁혀진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감성적인 접
근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트 비즈니스’가 요구된다는 뜻이다.21세
기에는 아트와 비즈니스를 영리하게 디자인하는 기업이 성공한다.‘아트
비즈니스’가 요구된다는 뜻이다.38)

38) (대홍기획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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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절절절절. . . . 광고와 광고와 광고와 광고와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1.1.1.1.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광고와 광고와 광고와 광고와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관계관계관계관계

기업이 아트마케팅을 추진하는 형태적분류(표2-6)를 살펴보면 크게 이미지
개선과 이윤창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의 궁긍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에
있다.기업(브랜드)의 마케터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일 것이다.소비자(고
객)들이 자사 브랜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지속적
으로 가짐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행위를 하는 순간 자사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미술작품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 다시 가공되고 원화 그대
로 사용되어 지는것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의 명성을 얻은 작품은 왜 사용되어지는가.

미술작품은 시각적 이미지이다.이미지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가
지는 시각,기억,이상,평가 및 태도 등의 총칭으로서 ‘어떤 사물이나 인
물에 대하여 특정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객체적
관점에서 본 마케팅적 이미지의 유형은 제품 이미지.브랜드 이미지,기업
이미지가 있다.이러한 이미지를 미술작품과 연계하여 이미지개선과 더
나아가 궁극적인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미지개선이미지개선이미지개선이미지개선 이윤창출이윤창출이윤창출이윤창출

전시회,작가후원,문화행사
미술작품,작가협력을 통한 

제품개발.판매,광고

                                                         표2-6) 아트마케팅의 형태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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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은 소비자가 특정브랜드와 관련시키는 모든 감성적,
심미적 품질을 가르키는데,즉 소비자들이 특정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과 브랜드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있어 좋거나 나쁜 느낌
을 말하며,소비자들은 그 느낌에 따라서 경쟁기업 간에 서열을 정할 수
있다.다시 말해 브랜드 이미지란 브랜드와 관련되어 무엇인가 생각 나는
것,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다.특히 근래에는 미술작품 사용이 크게 진전되었고,소비자의 감성
소비패턴과 미적수준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접근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품자체의 속성이고 ,둘째는 소비자 자신에게 확립되는 개념이다.
기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특정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게 할 것인지,어떤 이미지로 소비자 마음속에
그 제품을 어떻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아트마케팅광고의 작품이미지는 호의적인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소비자
는 브랜드와 제품 자체를 좋아 한다기보다는 그 광고가 주는 의미와 느낌
을 좋아하며 브랜드이미지에 동일화 시킨다.즉 기업은 제품의 존재를 소
비자에게 식별시켜 제품의 특징을 재빠르게 연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39)
소비자는 오감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아들이고 광고를 통하여 제품을 접하
게 된다.시각적인 정보는 가장 짧은 순간에 브랜드의 관심도를 유도 할
수 있으며,기존의 명성이 있는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작품은 브랜
드의 이미지개선과 이윤창출이라는 아트마케팅의 궁극적 목표에 다가가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가장 빠른 정보인 것이다.

39) 김정숙 “화장품 브랜드 로고의 변화추이와 포장디자인과의 상관관계”.홍익대석사 2006.p17.



- 35 -

본 논문에서는 아트마케팅을 하는 기업에 있어 여러 홍보 사업들에서 시
각광고 부분 중 미술작품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일러스트레이션이
부각되는 사례를 중점으로 알아보고 일러스트레이션 제품과 이와 관련된
포장광고,전시를 아트마케팅 광고라 칭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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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아트마케팅에 아트마케팅에 아트마케팅에 아트마케팅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례사례사례사례

1111절절절절. . . . 국내사례국내사례국내사례국내사례

1. 1. 1. 1. 방송광고 방송광고 방송광고 방송광고 사례사례사례사례

(1)LG전자
프리미엄 브랜드임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기 위해 세계 걸작인 반 고흐의
작품과 LG의 대표 제품을 PPL(Productplacement)40)형태로 결합한 새로
운 LG브랜드 광고는‘생활 속 명화’라는 컨셉의 텔레비전 광고로 올해 각
종 언론사에서 광고 대상을 차지했다.반 고흐의 작품 ‘밤의 카페테라스’
(그림3-1)에 LG로고를 접목 시킨 것이다.

40) Productplacement:PPL이란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
드 이미지를 끼워넣는 광고기법.출처 :네이버 사전

                            그림3-1)엘지:밤의 카페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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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흐의 작품 이외에도 미켈란젤로,마네,드가,고갱 등의 작품에 LG
전자의 신제품을 등장시켰다.이어 최근 조선후기 민속화속으로 노트북,
휴대폰,에어컨,세탁기 등 각종 엘지제품을 광고에 등장시킨다.
고갱의 작품인 ‘타이티의 여인들’(그림3-2)엔 엘라스틴 샴푸와 린스를 넣
었고,신윤복의 작품인 ‘검무도’(그림3-3)에는 조선의 선비들이 대형 엑
스캔버스 TV와 샴페인 디자인의 스피커가 있는 홈시어터를 즐겨 사용하
고 있는 모습과 김홍도의 ‘대장간’(그림3-4)에 에어컨을 넣어 작품주인공
들이 엘지제품을 사용하는것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어 내었다.

            그림3-2)엘지:타이티의 여인들                    그림3-3)엘지:검무도

                                                   그림3-4)엘지:김홍도의 대장간  

                  



- 38 -

엘지는 ‘당신의 생활속에 엘지가 많아진다는 건 ,미래를 일찍 만난다는
것’이라는 카피로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고객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가치
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작품의 명성에 제품을 담아 소비자
로 하여금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광고를 제작하였다.

(2)CJ홈쇼핑
CJ홈쇼핑은 여̀자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여성 화가인 육심원 씨의 그
림을 활용하여 쇼̀핑의 지혜'방송광고캠페인에 이어 여̀자에겐 지혜가
힘이다'라는 컨셉트 하에 중년 부부가 등장하는 여자 편,젊은 부부가 등
장하는 남자 편으로 두 편의 광고를 선보였는데,이 광고의 특징은 마치
작품속 주인공이 시청자와 이야기 하듯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그림
속 주인공의 감정을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 2D와 3D
기법으로 구현했으며,자연스러운 움직임 강조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일러스트를 별도로 제작 하였다.
이들 광고는 그림 속 주인공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소비자들에게 말
을 거는 내용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며,특히 메인 타깃인 여성의 심리와
감정을 섬세하게 다뤄 30~40대 주부층 호응을 기대하는듯 하다.41)
또한 CJ몰은 광고의 소재가 된 그림을 이용한 아트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하여육심원 (그림3-5)씨의 그림을 이용한 컴퓨터 월 페이퍼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고 지하철역 내 광고,판촉,택배 배송 차량과 홍보용 버스에도
광고에 사용되는 그림을 전면 랩핑해 움̀직이는 갤러리'느낌을 살렸다.

41) http://www.adic.co.kr/ads/board/showBoardArticle.do?boardCat=A&code=AMAC&ukey=504138
광고정보센터.광고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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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5)CJ홈쇼핑 일러스트레이션(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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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안 아파트
이 광고는 (그림3-6)김희선이 나오는 이안 아파트 광고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
일 오후>를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던 김희선이 아파트를 보고 놀라워한다.
이때 자막으로 “당신의 집은 누구의 작품입니까”가 나온다.이안 아파트
는 명품같은 아름다운 공간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
는 컨셉으로 명화보다 더 아름다운 아파트라는 스토리를 담는 광고를 만
들면서 작품들을 사용하였다.

                                                    그림3-6) 이안 아파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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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도 브래뉴 아파트
김혜수가 나오는 신도 브래뉴 아파트 광고(그림3-7)에서도 걸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프랑스의 샹티이성을 중심으로 촬영된 ‘올드 앤 뉴’편은
중세 유럽을 그대로 담았다.특히 명화를 액자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재현하는 촬영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모티브로 삼아 실제 현지 촬영
감독과 모델을 기용한 이 광고는 김혜수가 마치 그림 안의 모델들과 함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작품배경에서 김
혜수가 조깅하는 장면을 담아 여유로움표현하였다.

                                                        그림3-7)신도 브래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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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그림3-8)에는 새로운 항공기 동체 디자인을 소재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영화예고편 같은 영상의속도로 긴장감을 주면서 ‘박물
관’을 장소로 하여 루벤스 그림을 실었으며 예술보다 아름다운 아시아나
를 표현하고자 아시아나의 동체 꼬리부분 컬러에 초점을 맞춘 만든광고이
다.

(6)하나금융
광고는 앤디워홀의 다양한 자화상이 화면초기에 보여진 후,평소 그가 주
창하던 상업미술의 상징인 대량 생산된 화려했던 그의 작품세계가 펼쳐진
다.이어 ‘앤디워홀처럼 다른생각 금융계에선 어디서 하나?’란 문구와 생
전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마무리된다.

                                                        그림3-8)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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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은 1960년대 너무나 혁신적으로 공장에서나 많이 쓰이던 실크 스
크린 기법을 미술에 차용했으며,당대 미술계 최초로 그림 자체에 대량생
산의 의미를 부여해 미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화가로 유명하다.즉 당대
미술가와는 다른 생각,다른 철학,다른 기법으로 작품을 그렸던 화가다.
지난 봄‘캠벨 수프’통조림이나 ‘코카콜라’,‘마릴린 먼로’등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와해한 그의 유명한 작품들이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전시회를 가
졌다.당시 ‘리움’개장 후 가장 많은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등
폭발적인 성원을 얻기도 했다.
이번 광고(그림3-9)를 제작한 관계자는 “미국 상업미술의 선구자 앤디워
홀을 소재로 제작된 하나금융그룹의 이번 광고는 광고적인 기법을 최대한
배제하고,남다른 생각을 현대 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던 앤디워홀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려고 노력했다”며 “‘이노베이션 포 유(Innovationforyou)'

                                                        그림3-9)하나금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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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 철학 아래 항상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던 하나금
융그룹의 기업이미지를 알리는 한편 혁신을 꾀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이강휴 홍보팀장은 “이번 광고는 하나금융그룹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에 중점을 두
었으며,현대 미술계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꾼 앤디워홀이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광고에 그의 작품을 사용하기 위해 앤디워홀
재단과 60여 개의 작품사용 동의서를 얻었으며,촬영지 역시 앤디워홀의
작업실이 있었던 뉴욕을 배경으로 진행해 그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표
현하려고 했다.즉 일방적인 금융사의 자기 자랑이 아닌 앤디워홀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앞선 생각’을 광고로 제작한 사례이다.42)

2.2.2.2.전시공간 전시공간 전시공간 전시공간 사례사례사례사례

아트마케팅에 있어 기업의 전시공간사례는 첫째,기업의 이미지제고(기
업성.역사성.공익성)에 도움을 주는 작품.제품전시와 둘째,상업공간의 인
테리어적 요소로서의 전시가 있으며 셋째,자사제품의 선전홍보와 이벤트
로서의 전시세가지 유형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과거 전시공간은 사업장내의 개설된 공간을 사용하거나 전시장을 따로
대여하는 등.그 전시목적을 위하여 준비된 공간을 지칭하였지만 근래에
와서 공공미술의 확대로 인하여 그 기능성을 이용하여 기업역시 건물외벽
이나 지하철,거리등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42) 한국광고신문 2007.11.29
http://www.ksignnews.com/news/article.html?no=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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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두산주류

두산주류의 ‘처음처럼’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했
다.아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그림3-10)는 예술이 ‘특정
계층만 누리는 사치’라는 고정관념을 깨고,대중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
식으로 접근했다.미술을 전공하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7월부터 한 달 동안 강남,종로,홍대,
분당 서현,일산 라 페스타 등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거리를 누비며
설치된 작품을 통해 대중의 시선을 끌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이미지
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독특한 매력을 발휘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빅 앤트(BigAnt)디자인 그룹’이 1년 10개월 동안 ‘처
음처럼’을 소재로 작품을 구상하고,이미 뉴욕에서 자체적으로 스트리트
퍼포먼스까지 한 뒤에 두산의 관계자를 찾아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것

                                        그림3-10)두산주류:‘처음처럼’스트리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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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색적이다.빅 앤트 디자인 그룹은 디자인 전문 회사도,이벤트 회사
도 아닌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결성한 디자인 팀
이다.앤트라는 이름은 개미의 그래픽적인 구조와 단순하지만 무시할 없
는 색감이 갖고 있는 매력에 착안해 정한 것이라고 한다.그런 까닭에 ‘처
음처럼’스트리트 갤러리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정 이미지가 첨가되지
않은 채 거리의 대중과 만난 순수한 창작 미술 설치 전시라는 또 다른 의
미도 갖고 있다.주류가 갖고 있는 자유와 섹시한 매력,‘할 수 있다’는 신
선한 에너지,그리고 용감한 의외성.이 광범위한 아이디어는 ‘현대사회와
인간 내면의 욕망’이라는 주제 아래 4가지 콘셉트의 작품으로 압축되었다.
1톤 트럭 4대를 갤러리로 개조해서 ‘처음처럼’의 로고와 병,병뚜껑 등으
로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대담하고 풍부하게 표현했다.생활 용품이나 전
자 제품에서는 아트 마케팅을 시도한 사례가 종종 보도되곤 했지만,주류
업계에서는 처음 시도되었다.43)

(2)BMW 코리아
BMW 그룹은 프리미엄 소형차 미니의 한국 출시 3주년을 기념한 대형
회화 작품을 2008년 1월8일부터 3개월동안 미니 강남 전시장에 전시하였
다.다.전시된 작품은 작가 정재호가 도심과 미니의 이미지를 변형시켜 색
다른 시각으로 담은 가로 140cm,세로 160cm 대형 페인팅 작품(그림
3-11)이다.
런칭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년전부터 준비했던 ‘미니 아트백 프로젝트-
호기심과 감동의 경계’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이 대형 미술작품을 전
시 후 이를 15개 조각으로 나눠 이 조각을 재료로 전문 디자이너 5명이
만든 15개의 아트백(artbag)’(그림3-12)을 자선 경매하는 것으로 수익금

43)DDDEEESSSIIIGGGNNN2007년 09월호 (주)디자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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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구호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전시 후 공개 경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15개 아트백의
판매수익금은 전액 국제기아대책기구의 국내아동구호기금으로 전달되었
다.

(3)신세계
신세계백화점은 ‘문화백화점’이라는 테마 하에 국내외 유명작가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장 곳곳에 작가들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디스
플레이에 사용하거나 고객들의 휴식공간에 작품들을 배치하고 있다.실내
뿐 아니라 2005년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 일때는 본관 외벽에 초
현실주의의 대표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골콩트(Golconde·겨울비)’를 프린
트한 그림이 포장막(그림3-13)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뿐 아니라 백화점을
지나다니는 행인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있다.건설기간 중 공사장
주변의 난잡함을 미술작품으로 포장한 사례는 각종매체의 기사거리가 되
었고 행인들의 카메라에 찍혀 블로그에 올려 놓는등 브랜드 이미지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이다.

               그림 3-12)BMW  미니백                  그림 3-11)정재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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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삼성 래미안 갤러리
삼성물산은 강남구 일원동에 주택문화관을 디자인 하면서 그림 읽어 주는
여자’로 유명한 아티스트 한젬마와 협력하여 ‘아트하우스’를 표방하면서도
전형적인 모델하우스의 틀을 깻다.‘래미안 갤러리’(그림3-14)로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한젬마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
생할 소음과 공해 등으로 주위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여,하나의
예술 작품을 그들에게 보여주자는 작가주의 생각의 발로로 공사 휘장에
자신의 작품 ‘비상’을 설치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
렸다. 목동 삼성 트라팰리스 아파트 건설 당시 앙드레 김에게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맡겼던 삼성은 한젬마의 래미안 갤러리 오픈을 통해 일반
적인 주거지가 아닌 ‘예술과 문화가 살아 있는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확실
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고급 아파트로서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
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44)

44) 정해승.『엔터테이먼트 경제학』 휴먼비지니스.2006P215

           그림3-13)신세계백화점 포장막            그림3-14)삼성 래미안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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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태제과
해태제과는 매장 진열대에 효자상품 ‘오예스’제품 케이스 뒷면에 심명보
작가의 작품인 ‘PassionforNew Millennium (2000Rose)’(그림3-15)를
인쇄하여 매대 전시 연출로 고객들에게 미술작품을 통한 감동을 전달하는
아트마케팅을 시도하였다.

‘오예스 장미 정원’은 제품 1상자에는 원본 미술작품이 각각 1/3부분씩
인쇄되어 3개의 제품을 잇달아 진열하면 미술작품 전체를 관람할 수가
있으며,오예스 3종 시리즈를 장미색상에 따라 차별화시켜 ‘오예스’는 빨
간색 장미 그림,‘오예스 고구마’는 노란색 장미 그림,‘오예스 모카’는 흑

그림3-15 )해태제과 오예스 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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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장미 그림을 각각 인쇄했다.
해태제과의 아트마케팅은 2007년 로즈데이(5월14일)를 3일전부터 전국
500여 개의 대형 유통 매장 과자 진열대에 진열하여 복잡하게 진열된 여
타 과자제품들과는 시선집중의 차별화를 두면서 고객의 흥미를 유도하였
다.또한 해태제과 본사에서는 심명보 작가의 대표작인‘PassionforNew
Millennium (2000Rose)’을 5억원에 구입해 고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제품 패키지 등에 활용하기 위해 판권 등 모든 권리까지 양도
받아 본사로비에 진품을 전시하였다.또한 로즈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작가의 다른 장미 그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 개최와 오예스 제
품구매 고객대상으로 장미이벤트를 하였다.
해제제과의 ‘오예스 장미 정원’의 매대 전시 연출 시도는 고객에게 감성
적 즐거움을 전달할 뿐 아니라,유명 미술가의 미술작품을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통해 예술 가치를 전달하
고 있다.

3.3.3.3.작가협력 작가협력 작가협력 작가협력 사례사례사례사례

기업이 브랜드나 제품 이미지를 예술로 표현하여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
여 소비자에게 소구할 있는 작가들과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협력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명성도 있는 작가 이름의 브랜드 가치와 기업마케팅에 적용함을
들 수 있고 둘째,작가작품이 모티브로 제품디자인과 반영되는 경우가 있
다.셋째는 작가가 제품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여 디자인제작에 참
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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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쌈지
잡화 전문 업체인 쌈지는 1992년 창업 이후,아트를 경영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쌈지컬쳐’45)라는 것이다.
독특한 디자인과 예술적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간 패션의 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따르는 매니아층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쌈지는 작
은 가죽제품가게에서 출발하여 전국 350여개의 매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창립 후 10년이 채 안되어 코스닥 등록 기업이 되었다.
1993년부터 내걸었던 ‘쌈지 그 영원한 테마,아트’라든지 ‘예술의 생활화,
생활의 예술화’도 그렇고 ‘예술이 브랜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라는 구
호를 내건 쌈지의 디자인 경영 철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구성원의 디자이너화 둘째,디자이너의 경영자화 셋째,상품의 예
술화,예술의 생활화가 바로 예술가 후원은 물론 작가들의 작품을 쌈지
제품의 디자인에 접목을 해왔고,외부 아티스트들이 아트 디렉터 형태로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였다.또한 회사 직원들은 모두 아티스트적
인 지식과 감각을 받도록 훈련을 받고,회사는 직원의 아이디어과 감각을
회사 운영에 활용하는 데에 결코 인색하지 않다.한마디로 감각 경영과
아트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46)
쌈지의 작가협력형태는 쌈지 스페이스라는 갤러리와 공연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작가들의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일년마다
새로운 작가들을 입주시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며,작
가들은 거주기간이 끝나면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그 동안의 작업을 공개하
고 기증한 작품은 쌈지아트컬렉션의 기초가 된다.

45) 김성희,기업 예술 지원 방안 -새로운 한국형 모델,경희대학교 2002
46) 출처 :월간마케팅 200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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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의 다른 형태의 작가협력으로는 2006년 아트디렉터로 미술계의 이슈
거리인 낸시 랭47)을 기용하여 그녀에게 디자인은 물론 마케팅까지 모든
권한을 넘긴 사례를 들 수 있다.
쌈지의 이러한 의도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면서 대중과의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는 작가의 예술적 감수성을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보
하자는 의도인 것이다.낸시 랭의 경우 아티스트 부분에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에서 검색순위 1위를 하는 등,이미 대중과 친숙한 엔터테인먼트
적 성향이 강한 아티스트이기에 이슈화 효과 또한 확보하고 있었다.

47) 낸시랭 :베시스 비엔날레에서 속옷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리고 그 후로 타부
요기니 시리즈의 제작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림3-16)쌈지:낸시랭 'Magic Box'         그림3-17)낸시랭:터부요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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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쌈지 패션쇼를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여 언론의 보도를 타게
되었고,예술가적 감수성으로 소비자 타깃(target)의 문화와 감성을 제품
에 그려 넣었다.그 예로 팝 아티스트 낸시 랭의 터부요기니(그림3-17)의
가장 최고의 작품 [TheBattleonTheCloud.220x130cm.mixedmedia
oncanvaswithehologram andcrystals.2005]가 담긴 'Magicbox'(그림
3-16)는 오픈하면 자연스럽게 보여 지는 거울은 소녀들을 위한 아티스트
낸시 랭의 배려와 꼼꼼함이 담겨있고 'MagicBox'에 새겨진 'madein
heaven'문구는 천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즉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술작가와 경영의 접목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기업문화
가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 매우 적합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아트를 테마
로 한 쌈지 브랜드는 해외 매장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이미지로 브랜드 수
출의 효과까지 얻고 있다.

(2)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2007년 채화칠기 명인인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청목 김환
경 선생이 용기를 디자인한 진̀설 채화칠기 기획 (̀그림3-18)을 선보였다.

                               그림3-18) 아모페 퍼시픽:진설채화칠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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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 채화칠기 기획 은̀ 아모레 명품화장품인 설화수 진설 라인과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채화칠기가 만나 기획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이 담겨있
는 제품(작품명 :소국보석함)으로 한 작품에 두 달 넘는 제작기간과 희
소가치를 고려,설화수 우수고객 중 100명에 한해 예약판매 하였다.

(3)클리오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 클리오는 2005년 초 박윤경,김덕기,박향숙 등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소재로 아트 시리즈 제품을 출시하여 2008까
지 이어지고 있다.
클리오는 (그림3-19)에서처럼 현대여성의 미의식을 반영하듯이 트렌드한
패키지로 고전명화와는 또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
품용기에 실었으며,색조화장품마다 다른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담아
화장품 소장가치를 부여했다.

                                  
       그림3-19)클리오 립스틱, 아이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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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니스웰
코리아나 화장품은 자회사 코비스 코퍼레이션이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인
‘제니스웰 아로마틱 쥬얼리 파우더’(그림3-20)에 윈도우 페인터로 알려진
나난의 작품 ‘신선한 마법의 정원’일러스트레이션을 파우더 뚜껑 측면에
접목했다.

(5)LG

①엘지전자
2000년대 들어서 가전업계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최첨단기술’에 예
술적 가치를 부여한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LG전자경우 ‘갤러리 키친’이라
는 개념을 마케팅에 도입하여,‘아트디오스’를 중심으로 요리를 하고 밥을

                그림3-20)제니스웰 아로마틱 쥬얼리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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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부엌에서 더 나아가 생활 속의 문화 공간으로 주방을 바꿔가는 전략
을 세웠다.이를 위해 프리미엄 디자인이라는 전략으로 ‘꽃의 화가’로 유
명한 화가 하상림(그림3-21)씨와 제휴하여 냉장고(그림3-22),에어컨,세
탁기등 가전제품에 하상림 작가의 그림이 들어갔다.

②엘지 화학
LG화학은 김환기 화백의 작품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그의 작품을 벽
타일에 직접 재현하였는데 'Z:IN테라트'를 선보였는데,이 제품은 김환기
화백의 대표작 ‘영원한 것들’,‘달 두개’,‘아침의 메아리’등의 작품(그림
3-23)을 집안에 들여놓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아트타일 형식으로 선보
였다.

       
                                  그림3-21)하상림 작품    그림3-22)아트 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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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에는 패브릭 패턴디자이너 김선미 작가의 작품을 적용하여 붙박
이장 (그림3-24)표면을 장식하여 'Z:IN 가구'런칭 기념으로 100점을 한
정 판매하기도 하였다.
해외의 고급 벽지들을 작품 소재로 활용해온 정연두 작가는 LG화학
Z:IN 벽지를 활용하여 ‘안단테 스모그’(그림3-25)라는 이름으로 벽지를 디
자인하였다.이 제품은 마치 수 십 명의 커플들이 공중을 떠다니며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패턴처럼 배치하여 ‘보라매 댄스홀’(그림3-26)이란 주제
로 연출한 작품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기도 하였다.

       그림3-23)엘지:김환기 작품           그림3-24)엘지 붙박이장:김선미 작품

            그림3-26)보라매 댄스홀                     그림3-25)엘지벽지:정연두작품



- 58 -

③ LG텔레콤
LG 텔레콤의 전략단말기 라인업 인 ‘캔 유 시리즈’는 고 화소 카메라폰
경쟁을 불러일으킨 HS5000부터 MP3폰,국내 최초 생활 방수 폰에 이르
기까지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능으로 두터운 마니아 층을 형성
하고 있다.‘캔 유 시리즈’의 여섯 번째 모델인 ‘캔 유 캔버스’는 캔버스라
는 이름에 걸맞게 화가와 만화가의 작품을 핸드폰 케이스에 담은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다.

‘아트 캔 유’(그림3-27)라는 프로젝트로 이두식,지석철,이석주 등의 화
가를 비롯해 <타짜>의 허영만,<마시마로>의 김재인,<광수생각>의 박
광수 등 모두 10인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5백 대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모두 팔았다.

                                        그림3-27) 아트캔유DMB폰 (TV광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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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는 2007년 스페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조르디 라반
다(JordyLabanda)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으로(그림3-28)백화점 쇼핑백과
갤러리아카드로 만들었는데 갤러리아 쇼핑백은 여성들의 호응도가 좋아
쇼핑백만 살수 없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호응도가 아주 높았다고 한다.

(7)BAT코리아
BAT 코리아는 포토그래퍼 김형원,패션디자이너 우영미,공간 디자이너
이동원,조각가 최우람 4명의 국내 유명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던힐 퍼팩
셔니스트 시리즈(DunhillPerfectionistSeries)(그림3-29)를 2005년에 출시
하여 한정판매 하였다.
BAT코리아의 던힐 시리즈는 담배라는 기호 상품에 예술 작품의 포장을
입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아트 마케팅의 한 형태라는 형가를 받

  그림3-28)갤러리아 쇼핑백                그림3-29)던힐 퍼팩셔니스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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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특히 건강에 해로운 기호품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담배
이기에 이와 같이 예술의 형태로 상품을 재포장 하는 것은 독특하고 효과
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다.이는 언제나 전위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베네통 마케팅 전략의 변형된 형태로도
볼 수 있겠다.48)

48) 정해승.『엔터테이먼트 경제학』2006.휴먼비지니스.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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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절절절절. . . . 국외사례국외사례국외사례국외사례

1. 1. 1. 1. 폭스호텔폭스호텔폭스호텔폭스호텔

요즘 블로그에 떠도는 사진들 가운데 스타일리시한 호텔 사진이 많은데,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폭스호텔이다.61
개의 룸을 각기 다른 분야의 젊은 아티스트 21명이 참여하였고 그들만의
예술 형태로 디자인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장식하였다.즉,모든 룸이 하
나의 예술 작품이 된 것이다.각 룸은 코믹한 팝아트 작품에서부터 스트
리트 아트,일본의 망가,그리고 전위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의 예술 장르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폭스호텔이 W호텔49)로 대표되는 스타일리시한 부티크 호델에서 진
일보하여,예술을 본격적으로 가미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포지셔닝 했
음을 보여준다.더구나 기존의 부티크 호텔이 룸당 400~500달러 정도로
고가인 데 비해 폭스호텔의 숙박료는 100달러 안팎이다.이로써 상업적으
로도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이너 호텔의 전형을 제시한 것이다.사실 호텔
은 숙박 공간에서 비즈니스 공간,복합 문화 공간 등으로 점차 진화해가
고 있다.50)이러한 현실에서 이렇듯 폭스호텔의 변모와 시도는 아트마케
팅의 전시 공간적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시도이며 기존의 인테리어적 효
과의 일러스트레이션 장식적 기능에서 진일보된 방식이며,(그림3-30)에
서처럼 일상에서 쉬이 접할 수 없는 일러스트레이션의 고급스러운 작품체
험+숙박이라는 문화적 충족감을 소비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49)W호텔:현재 공식적인 호텔분류 등급에는 별 5개 등급까지만 있으나 호텔업계 내부에서는 포시즌과 파크
하얏트,W 호텔 등 3개 브랜드를 최고급 호텔로 별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출처:네이버사전

50) 정해승.『엔터테이먼트 경제학』2006.휴먼비지니스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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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코카콜라코카콜라코카콜라코카콜라

벨기에 코카콜라는 2002년부터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아티스트,포토 그
래퍼,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디자인해 소량 판매하는데,첫 해 주제
는 아트였다.이후 패션(2003),포토(2004),플라워(2005),아트 오브 다이
닝(2006)등으로 변하며 다양한 한정판을 내놨다.특히 2006년에는 “유혹
은 근사한 만찬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구호 아래 캠페인을 벌여 화제를
모았다.이런 화제들로 인해 전 세계 코카콜라 마니아들은 매년 유럽의
벨기에 코카콜라의 2만5000개씩 생산된 이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51)을 사기위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방문한다고 한다..
희소성과 특별함을 갖춘 (그림3-31)은 당시 출시된 코카콜라로서 벨기에
의 유명 요리 ‘필리페 반 덴 브룩’과 ‘상훈 데겜브레’가 힘을 합쳐 에두아
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과 피터 브뤼겔의 ‘농부의 결혼식’을 패러디하
여 표현하였다.

51)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Edition):한정된 물량으로 생산함을 말하며,명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소
장가치를 높이고 싶은 물건들에 한정판 발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3-30)폭스호텔 객실



- 63 -

3. 3. 3. 3. BMWBMWBMWBMW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유명 작가와 기업의 결합은 돈으로 환
산할 수 없는 시너지효과를 낳는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이슈로
주목받는다.특히 명품과 최고의 작가가 만나면 효과는 더욱 배가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고가의 자동차 업체다.
BMW는 1975년부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아트카 컬렉션’을 선보
이고 있다.프랭크 스텔라,로이 리히텐슈타인,앤디 워홀,A.R.펜크,데
이비드 호크니,제니 홀처 등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이 BMW 자동
차를 캔버스 삼아 작업했으며 지금까지 16대의 아트카 컬렉션(그림3-32)

                          
                                                    그림3-31)코카콜라 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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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됐는데,가장 최근작은 지난 9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공
개된 덴마크의 작가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Eliasson)의 작품 ‘유어 템
포(YourTempo)’다.
BMW의 예술과 디자인,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아트카는 예술품으로 간
주돼 매년 루브르박물관,런던 로열아카데미,베니스 팔라조 그라시,뉴욕
구겐하임 뮤지엄 등 유명 미술관 및 각종 국제박람회에도 전시되고 있
다.52)

52) 자동차 생활.2007년 05월호

                그림3-32)BMW 아트카            그림3-33)루이비통 무라카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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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LVMH LVMH LVMH LVMH 사의 사의 사의 사의 루이뤼통루이뤼통루이뤼통루이뤼통

LVMH 사는 루이뷔통이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일본
의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모노그램 멀티컬러로 디자인
한 ‘무라카미 백’(그림3-32)를 2003년 한정 판매로 출시했다 .이상품은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매진되었으며,현재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5. 5. 5. 5. 타깃타깃타깃타깃(Target)(Target)(Target)(Target)

미국의 대형 할인매장 타깃(Target)은 2005년 8월22일자 ‘뉴요커’의 모든
광고지면을 독점 구매해 자사의 광고(그림3-33)를 싣는 깜짝 이벤트를 실
시했다.

타깃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들에게

                                                          그림3-33)타깃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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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한 면씩을 할애하면서,단 3가지 조건만을 제시했다.

첫째 뉴욕을 주제로 할 것,

둘째 타깃의 로고를 사용할 것,

셋째 검은색·흰색·빨간색만 사용할 것 등이었다.

타깃은 중저가의 할인점임에도 불구하고,트렌드·디자인·제품 담당 부사장
을 둘 만큼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또 매주 금요일 오후 뉴욕 현대미술
관의 무료 입장을 후원하는 등 예술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광고를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싸구려 전단지를 쓰는 경쟁 할인점들과
대조적 전략을 쓴 것이다.그 결과 “타깃은 싸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제
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장소”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원래
의도대로 백화점 같은 할인점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것이다.

이 사례는 기존의 아트 마케팅처럼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긴 했지만 잡
지라는 공공 지면을 나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아트 마케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상의 확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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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절절절절. . . .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아트마케팅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반응반응반응반응

1.1.1.1.명품대중화의 명품대중화의 명품대중화의 명품대중화의 열풍열풍열풍열풍

아트마케팅을 통한 일러스트레이션 활용사례는 기존의 인지도나 작가의
크리에이티브를 빌려 생활공간에 대한 제품류와 가전류,인테리어,패션,
광고 등까지 확대 되어 활발하게 진행됨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매스티지(Masstige:명품의 대중화)’열풍과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는데,기업은 이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과 프리미엄
브랜드임을 자연스럽게 부각하며 소비자들에게 접근 할 수 있어   새로운
프리미엄 마케팅 기법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즉,소비자들은 더 좋
은 품질과 디자인의 제품을 찾으며 소비패턴 변화 시키고 있기에 예술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잡으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것이다.

특히 2007년 LG의 광고캠페인은 소비자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 명화를 소재로 활용한 표현방법이 소비자들에게 감성적 공감대를 불
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명화들을 감상하려면 돈을 내거나 시간을 따로 내어서 전시회를 찾아 가
야 하지만,이런 명화들을 TV라는 대중매체의 특성을 활용해 기업을 홍
보하였다.또한 기업의 일방적인 메시지나 공익적 메시지를 담았던 PR
광고와는 달리 수준 높은 PPL 기법으로 작품에 크리에이티브적 요소를
가미하여 소비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2.2.2.2.갤러리아 갤러리아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백화점백화점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경우 조르디 라반다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간 카드로
30% 이상 신규 가입자가 늘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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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효과의 반응으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미니홈피에 광고 동영상을 올리리는 등 아트마케팅 광고에 재미를 느낀
네티즌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자료 퍼가기를 허용한다.

이런 연쇄적인 자료공유는 입소문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더한 기업홍보가
되고 소비자의 문화적 감성을 읽고 이에 유머까지 가미한 광고들은 인터
넷 인구 수 만큼이나 직간접적인 광고 시너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작가적 명성을 연관짓는 기업의 홍보성과 제품
디자인 개발의 작가참여 부합된 이 시대 소비자의 예술적 취향을 소비자
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적 성향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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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과 표현과 표현과 표현과 활용활용활용활용

1111절절절절. . . .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1.1.1.1.수집기간수집기간수집기간수집기간

국내에서는 아트마케팅이란 쌈지를 효시로 둘 만큼 패션.잡화,팬시용품
에서 미술작품 이미지를 활용 표현하는 사례가 많았었다.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는 아
트마케팅 사례 중 미술작품 활용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표현이 요구되는
방송광고와 작가들의 참여로 새롭게 부각되어 출시된 제품,포장을 자료
수집 대상으로 하며 광고정보센터와 각 기업홈페이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2.2.2.2.수집목적수집목적수집목적수집목적

미술작품은 문화적 유산의 일부이며.문화적인 그 예술품을 감상하는 사
람들은 어떠한가를 상기시켜준다.따라서 아트마케팅 광고에 인용된 미술
작품은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표현하게 된다.
첫째는 경제력과 정신력을 나타내며,둘째는 그 광고가 추천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사치한 행위임과 동시에 문화적인 가치를 동반하게 됨을
암시한다.
광고는 미술작품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내고,그것을 이용하여 광고를 보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성공적인 아트마케팅 광고는 수용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높은 욕구충
족의 효과를 줄 수 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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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게 이 두 가지의 욕구충족의 효과를 내기위해 광고표현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들의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광고에 사용되는 미술작품의
현대적인 표현연구가 요구 되는 것이다.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
은 매우 현대적이며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대적 유행에 따
라 표현스타일이 변화되기도 한다.
대중들은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와 스타일 중에서 자신이 좋아
하는 것을 선택하므로,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은 항상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중의 취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게 마련이다.

3.3.3.3.수집분류수집분류수집분류수집분류

아트마케팅에 의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소구 될 수 있는 시대적이고 변
화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미지 광고나 제품광고에 사용되는 일러
스트레이션의 선택과 표현형식은 이러한 요인을 시각적으로 충족시키는
신선함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재조합에 의한 광고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대치,합성,재조합하여 또 다른 예술+상
업의 결과물을 순수미술이란 경계를 넘어서서 대중에게 감성적 표현으로
다가서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사화 되고 있는 아트마케팅이라 불리 우는 광고와
제품디자인의 작품 활용 사례를 찾아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대학원생 4
명과 함께 유형별로 분류하였고,활용된 미술작품의 패러디적 발상을 모
티브로 한 다양한 기법을 찾아 광고와 상품,브랜드,작가,작품의 항목에
기입하여 분석한다.

53)    이창우 외 ,광고심리학,1992,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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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연구에 수집 분석된 사례들은 국내 아트마케팅 광고의 모든
작품 활용을 분석하여 뽑아낸 표본이 아님을 밝혀둔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업의 아트마케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입방법
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 할 수가 있는데

첫째,작가와 협력하여 그의 명성을 이루는 작품을 모티브로 활용 표현하
는 방법.

둘째,고전명화를 광고 컨셉에 맞게 재해석하여 인용하는 방법.

본 장에서는 이 둘의 방법을 사례들어 분류하고 작품을 이루는 구도적,
형태적,색채적인 시각적 요소들을 패러디 분석의 틀에 적용하였다.

미술작품을 이용한 이미지의 표현방법은 원작을 모티브(Motive)로 두기
때문에 패러디(Parody)발상인 모방,해체,합성의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크게는 구도적,내용적으로 구분지었으며 세부적인 분석으로는 주제부와
배경부,소품,색상이미지로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자료의 구분은 작가이름과 원작,브랜드,제품,일러스트레이션,
그들의 공통적인 이미지의 항목으로 구분 지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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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절절절절. . . . 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

1. 1. 1. 1. TVTVTVTV방송광고 방송광고 방송광고 방송광고 표현표현표현표현

초고속 인터넷망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온라인 광고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TV방송광고는 가장 대중에게 접근이 용이한 방법이다.

TV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다
른 매체의 광고보다 더욱 흥미롭고 소비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TV광고는 다른 매체들 보다도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아서 소비자에게 오락적인 측면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메시지를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54)

방송광고의 작품 활용 패러디기법은 오래되고 광범위한 장르를 오래전부
터 사용되고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방송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에 있어서 작품과 광고목적에 부합되는 컨
셉을 만들때 주로 합성을 많이 한다.합성기법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
픽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크게 부분합성과 전체합성으로
구분되며,부분 합성은 서로 다른 이미지의 그림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합치거나 겹치게 하는 방법을 말하며,전체합성은 작품 주제부와 배경,소
품을 2개이상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들을 전체와 부분합성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배경강조와 주제부(인물,제품)강
조가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작품활용 이라는 원작에 모티브를 두고 그의 표현기법을 분석
하는 바 인쇄매체보다 광고메세지의 시각적 전달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54) 전영우.현대광고학,서울:참미디어 .1996,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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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송광고의 컴퓨터 그래픽기술과 영상이 만들어낸 사례를 중점
으로 분석하였다.

(1)스토리텔링 (Storytelling)기법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문학에서 나온 용
어이며,사건과 그 사건에 얽힌 인물이나 배경 등을 소설에서 글로 이것
저것 설명해주듯이 청자에게 교육하는 기법이다.

근래에 와서는 마케팅의 방법으로 많이 쓰이며 게임이나 디지털 분야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상품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밋밋한 광고를 식상해
하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 시킬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상품에 얽힌 이야
기를 가공한다던지 유명인이나 평범한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
토리텔링 기법을 쓰기도 한다.

TV광고에서의 스토리 텔링은 크게 분위기만을 전달하는 광고와,사건과
긴장,해소,반전의 구성을 가진 광고,사건은 있지만 극적반전이 없는 광
고등이 있다.55)

아트마케팅광고에서의 스토리 기법은 작품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가 인지
하였을 때 효과가 있다.때문에 구성에 스토리를 가미할 때 작품의 주제
부(인물,정물,동물)와 배경부(풍경,소품)의 이미지가 영상기술(그래픽)의
기술로 재구성되거나 실제인물과 배경으로 촬영되는 복합적인 구성으로
광고를 제작하게 된다.

55) 김은혜.스토리텔링광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2005.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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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마케팅으로 작품을 패러디하여 스토리 기법으로 표현하는 광고의 경
우 김혜수가 모델로 출연하는 2007년 신도 브래뉴 아파트CF를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그림4-1)를 모티브로 원
화의 분위기에 전달하여 광고를 표현하였다.

프랑스의 샹티이성을 중심으로 촬영된 ‘올드 앤 뉴’(그림4-2)편은 작품의
배경과 소재를 이야기 거리로 이용하여 그림안의 모델들과 함께 살아 있
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쇠라 그림의 고급스러움을 활용하여 그 배경 속에서 김혜수가 조깅하는
장면을 담아 유럽 속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생활을 광고를 통해 이야기하
고 있다.신도 브래뉴는 ‘당신의 유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내가
꿈꾸는 유럽이 일상생활이 된다는 카피를 내보내면서 15초 동안 시청자의
감성적 기억을 깨운다.대부분 작품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보는 순간 누

                                      그림4-1)쇠라:그랑자트섬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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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작품을 패러디했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이 광고의 경우 작품의 구
도와 분위기만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어디선가 본듯한데..’라는 생각의 여
운을 갖게 하고 광고가 지나간 후에도 일부 시청자들은 광고잔상 이미지
의 출처를 기억에서 찾게된다.

광고에서의 작품 패러디는 명화라는 인지도와 제한적인 수를 가지기 때문
에 표절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똑같은 명화를 모티브로 삼아도 그의 배경
과 음악,모델들로 다른 표현기법으로 광고를 제작한다면 또 다른 느낌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림4-2)신도브래뉴 아파트 방송광고



- 76 -

그 사례로 일본 샤프전자의 2006년'AQUOS'TV광고(그림4-3)를 들 수
있는데 이 광고에서는 오리콘에서 조사한 세계에 자랑 할 만한 일본인
여자부분 공동 1위인 요시나가 사유리를 기용하여 쇠라의 그랑자트섬의
오후를 패러디하여 스토리기법으로 ‘AQUOS'TV광고를 제작하였다.광
고는 TV에서 그림을 보던 여인이 그림속의 예술적인 분위기를 누리는
내용으로서 LCD TV의 기술로 생생하고 아름다운 화질을 약속하는 광고
이다.

그림을 보던 여인은 생생한 그림의 화질 속으로 들어가 산책을 하는 내용
인데 이 광고는 신도 브래뉴와 달리 원작이미지를 공개하고 그의 이미지
를 그림 속 근경의 인물과의 위치와 포즈를 일부 차용하였다.

(2)PPL과 BPL광고기법

①PPL(제품배치)광고
'ProductPlacement’의 약자로서 영화나 드라마에 기업의 상품을 배치하
여 시청자 또는 소비자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서,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인지시켜 광고효과를 노

               그림4-3) AQUOS(LCD TV)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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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기법을 의미한다.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상업적인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반복적인 노출이 용이하다는 점과,매체의 확보나 광고노출의 다양
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광고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56)

1945년 미국 헐리우드에서 개발한 마케팅기법으로 알려진 PPL은 영화속
에서 자연스럽게 제품광고를 함으로써 관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비욕구
를 갖도록 하는것이다.

이후 광고주들은 영화에 비해 제작 기간이 짧고 비교적 커버리지가 크며
안정적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는 TV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되었고 우리나
라 또한 영화소품 확보를 위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얻는 데서 시작되었
다.

물론 초기에는 단순한 소품으로 활용했을 뿐이었는데,차츰 기업들은 영
화에서 제품배치가 브랜드 노출과 인지도 상승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
을 주목하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브랜드나 제품을 배치하게 되었고,그러
한 경향은 시청률이 높은TV프로그램에 까지 확산된 것이다.

이처럼 PPL은 영상매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상품에 대한 노출을 전제로
일정한 제작비 지원을 받는 간접광고 방식이다.57)

영화에서의 PPL형식을 광고에서 쓰일 경우 이는 더 이상 간접광고가 되
어서는 안된다.이는 표현형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데 광고컨셉을 잡고 그
에 맞추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의 컨셉에 맞게 제품이 자연스럽게 들
어간다.

아트마케팅 광고에서의 PPL은 대부분 원 작품의 이미지를 보존하면서 작
품 안에 제품이 배치되는 기법으로 응용될 수 있다.

56) 박성수.디지털방송 멀티뷰를 이용한 PPL광고효용성의 실증적 분석..서강대석사.2006.P3
57) 문철수.방송광고 정책,과제와대안..방송연구 2005년 겨울호(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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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BPL(BrandPlacement)

기존의 단발성 PPL에서 탈피,광고주와 장기계약으로 일정기간동안 다수
의 영상매체에 특정제품을 계속 등장시켜,지속적으로 기업 브랜드를 알
려주는 차세대 PPL을 BPL(BrandPlacement)이라고 부른다.58)

BPL은기존 PPL보다는 진보된 개념으로 통합마케팅(IMC)의 관점에서는
PPL을 BPL이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BPL은 BrandIdentity(기업브랜드)를
제고하는 노출을 의미하고 PPL은 ProductPlacement(제품배치)를 통한
광고의 유형이다.59)

아트마케팅 방송광고의 PPL과 BPL은 영화나 드라마 프로그램의 간접적
인 표현이 아니고 명화라는 인지도 있는 미술작품에 제품이나 기업로고를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인 표현법으로 해석 해
야 할 것이다.

기업 광고캠페인은 물론이고 제품광고에 브랜드 노출이 일러스트레이션보
다 시각적으로 직접적이진 않아도 광고의 주체가 브랜드와 제품임을 소비
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작품을 소재로 패러디 하여 원작을 이용하는 아트마케팅 광고의 경우 원
작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작품 속 구도에 소품을 제품으로 바꾸는 기능
적인 대치사례가 많고 활용도가 있을수 있는 작품 배경부에 기업의 로고
를 삽입하는 경우이다.이를 광고표현에서 PPL과 BPL사례로 설명할 수
가 있다.국내기업중 이 기법을 광고에 중점으로 사용한 사례로 LG사례
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2007년에 방영된 LG기업홍보 캠페인 광고를
대상으로 분석해보았다.

58)    출처:시사영어 소사전
59) 정홍철.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BPL광고에 관한 연구.2004.홍익대 석사.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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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LG광고 캠페인

■‘당신의 생활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이 예술이된다는것’

■‘당신의 생활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미래를 일찍 만난다는 것’

■‘미래를일찍 만난다는것은 기분좋은일이 많아진다는것’

이들 광고들은 주로 르네상스 시대 작품에서 후기인상파까지 다양하게 쓰
였으며 인물화와 풍경화로 작품이 선택되었다.

광고에서는 작품속 인물들이 LG의 제품을 이용하는 컨셉으로써 매 광고
마다 9작품씩을 실어 가전.생활건강제품 부터 LG옥외광고까지 PPL과
BPL기법으로 표현하였다. 2007년 LG광고 작품PPL(표4-1)은 ‘당신의 생
활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것’을 중심으로 조사
한 것이다.LG광고 작품이용 (표4-1)기법형식으로는 앵그르의 작품 ‘목욕
하는 여인’(그림4-4)의 경우 작품의 변형을 가하지 않으면서 목욕하는 여
인의 상황에 필요한 바디케어를 PPL하기 위해 인물 오른쪽 테이블에 있
는 빗과 수건을 삭제하고 LG생활건강 바디케어 제품인 ‘비욘드’(그림4-5)
를 PPL하였다.

                 그림4-4)앵그르: 목욕하는 여인      그림4-5)LG생활건강광고:비욘드(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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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LGLGLG 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 PPL.BPLPPL.BPLPPL.BPLPPL.BPL 원작원작원작원작 작가작가작가작가

LG

생활

건강

엘라스틴

(샴푸,린스)

비욘드(바디케어)

빈공간

빗,수건

해변의 타이티의 

여인들,

목욕하는 여인

고갱

앵그르

LG전자 사이언 (휴대폰) 손에 쥐어짐
닥터 가세,

아담의 창조

고흐

미켈란젤로

LG전자
엑스캔버스 (TV)

홈시어터
작품대치

예술비평가들

검무도

다조

신윤복

LG전자
아트디오스 

(냉장고)

벽대치

거울대치

할머니의 생일

점심식사

로리머

부세

LG그룹 옥외광고

원경배치

건물-설치형.

            BPLBPLBPLBPL

론강의 별밤

리젠트거리

고흐

토마스숏터 

보이스

LG전자 엑스노트(노트북)
찻잔대치

테이블배치

실습생들

삐르 라투일레의 

정원

루이리스피온

마네

LG전자 트롬(세탁기)

주제부빈공간

의자대치,

빈공간

풀밭위의 점심식사

훔친키스,빨래터

마네

프라고나르,김홍

도

LG텔레

콤

폰앤펀

매장

(Phone&Fun)
건물대치.BPLBPLBPLBPL

메종빠퀸을 

떠나는 일꾼들

아니에르의 시렌 

식당

쟝베로

고흐

LG전자
휘센(에어컨) 벽

빈공간

무대위의 발레연습

대장간

드가

김홍도

                                                           표 4-1)2007년LG광고 작품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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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의 작품‘무대위의 발레연습’(그림4-6)의 경우 작품속 구도 오른쪽 상
단부에 벽면에 중절모 쓴 남자를 지우고 LG전자의 ‘휘센’에어컨을 PPL
(그림4-7)하였다.이는 발레하는 장소라는 열기를 식혀주기에 적합한 작
품상황과 이를 접목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해석에서 에어컨이라는 기능적인
활용과 구도적의 적합한 시선처리 방향에 PPL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림4-6)드가:무대위의 발레연습        그림4-7)LG전자광고:휘센 (에어컨)

                 그림4-8)다조:예술비평가들                    그림4-9)LG전자:액스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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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의 작품‘예술비평가들(그림4-8)’경우 작품스토리상 비평가들이 작품
을 보고 있는 시선에 작품대신 액스캔버스 TV(그림4-9)를 PPL하였고,
프라고 나르의 ‘도둑키스’는 작품속 여인이 잡고 있는 스카프가 의자에 걸
쳐 있는데 의자를 없애고 트롬 세탁기(그림4-10)를 PPL하였다.
엘지는 특히 작품인물들의 손에는 휴대폰(그림4-11)과 무선전화기를 PPL
시켜 명화속 주인공들이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
를 주었다.

BPL형식의 경우 토마스숏터 보이스의 ‘리젠트의 거리’(그림4-12)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작품속 중앙 중경부에 있는 건물꼭대기층에 LG옥외
광고판을 설치한 것처럼 BPL(그림4-13)하였고,고흐의 ‘아니에르의 시
렌 식당’(그림4-14)에서는 식당 1층을 LG텔레콤 폰앤펀(Phone&Fun)매장
(그림4-15)으로 바꾸어 BPL하였다.

           그림4-11)고흐;닥터가쉐+LG사이언             그림4-10)LG전자광고:트롬(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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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아트마케팅 광고는 역대 우리나라 광고역사 중 가장 많은 미술작품
을 이용하여 PPL하였고,작품의 PPL과 BPL의 형식은(표4-2)크게 구도
적 대치와 기능적 대치 두가지 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PPL의 형식은 작품의 시각적인 상황.즉 목욕하는 상황에는 바디케어나
샴푸.린스를 제품의 기능성을 활용하여 대치시키었고,작품속 인물들의
시선방향과 손의 위치에 맞추어 구도적인 대치를 적용하여 TV나 노트북,
향수 등을 활용 가능한 기능적 제품으로 대치하였다.

그림4-12)토마스숏터 보이스:리젠트의 거리               그림4-13)LG그룹:옥외광고

          그림4-15)LG텔레콤광고:폰앤펀그림4-14) 고흐:아니에르의 시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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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L의 형식은 주로 작품의 자연풍경이나 건물을 이용한 구도적 대치형식
으로 LG옥외간판과 매장으로 기능적 대치 하였고,패러디적 표현방법으
로는 작품 인물이나 소품을 삭제.늘임.가림.삽입.변환 대치하여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었다.

(3)애니메이션
국내에선 ‘문달부’가 원화.동화.촬영 등 전과정을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1956년 개국한 HLKZ-TV에서 방영한 ‘럭키치약’이 최초의 애니메이션 광
고이다.
이 후 방송광고에서의 애니메이션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애니메이션 독자
적인 가치인 추상적인 개념의 형상화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기업문화의 전
달과 제품광고에 독자적인 캐릭터로 많이 사용 되어져 왔다.

이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빅 모델을 섭외하여 광고에 출연시키는 거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아트마케팅 광고에서의 애니메이션 기법은 유명인를 섭외하여 그의 인기
도와 이미지를 광고에 투영하는 대신 인기작가의 작품이나 고전 명화 속

구도적 대치 기능적 대치 
BPL PPL BPL PPL

풍경.건물

주제부(전.후.좌.우)

시선방향

손의방향

옥외광고

매장

작품의 

시각적인상황

(주제,장면)

에 어울리는 제품

                                                     표4-2)2007년LG광고 PPL과BPL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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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들을 사용하여 2D,3D기법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촬영하는 제작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방법의 사례로 CJ홈쇼핑 광고를 들 수 있는데 광고 제작자는 2007
년 광고를 기획하면서 먼저 여성의 심리를 잘 표현해 낸 작품을 고르다
여자를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 육심원씨의 작품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광고 컨셉은 2007년 ‘지혜가 힘이다’(여자편)과 ‘지혜가 힘이다’(남자편),
2008년 ‘CJ홈쇼핑이 하고 싶은일’로 잡아 작품을 활용하였다.
광고는 미술 작품 속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2D와 3D 기법으로 작
업하여 마치 작품 속 주인공이 시청자와 직접 이야기하듯이 감정을 최대
한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그림이 살아 움직이게 표현한 것이
다.
미술 작품에서 보여 지는 단면적 여성의 표정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
스러운 움직임을 강조하고 각각의 포즈에 맞는 일러스트를 별도로 그려
다양한 각도의 표정을 만들어 냈다.

2008년 'CJ홈쇼핑이 하고 싶은일'(그림4-16)에서 7명의 주인공들이 나와
각자 2008년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한다.
하고 싶은 일에는 좋은 아빠 되기,시집보내기,결혼기념일 챙기기,독서
왕 되기,여행하기 등 홈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작품들에 미
소를 담아 ‘지혜로운 쇼핑은 당신을 웃게 합니다 ’라는 멘트로 광고 컨셉
을 전달한다.

작업하는 과정 역시 육심원 작품은 한지를 이용한 채색화로서 여러번의
덧칠 작업 과정을 통해 은은한 색채를 구현하고 완성된다.때문에 작품과
유사한 질감 및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여러 번 입히는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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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서 작가가 작품을 완성했던 과정 그대로 일러스트 하나하나를 그
려 3D작업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CJ홈쇼핑 육심원 작품의 애니메이션기법광고는 작가의
미술 작품 자체로서만이 아니라,그 작품 속 주인공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즉 그림 속에서 정지된 미소만 짓고 있던 주인공들이 광고에서 나와 말을
하는 효과를 아트와 기술이 만난 광고가 주는 재미 인 것이다.

        그림4-16)2008년 CJ홈쇼핑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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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LG광고 캠페인의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제작한 ‘사랑해요LG ’와,
뮤지컬 번외편을 들 수 있는데,이러한 발상표현은 미디어 아트 작가 이
이남씨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명화를 이용하나 움직이는 3D기법으로 영
상을 만들었다.
이 중 2008년 LG캠페인의 2편에서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 속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3D기법으로 움직이고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한다.
평면 속 주인공들의 완벽한 3D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젊은 미술가들이
직접 액자 밖 공간의 움직임을 상상하여 캔버스에 유화 작업을 진행하였
는데,이렇게 그린 유화만 무려 60장이 넘었다.
물감이 완전히 마른 후에야 덧칠을 할 수 있는 유화작업의 특성상 한 장
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만 보름 이상의시간이 걸렸다고 한다.60)
광고의 애니메이션 마티스의 ‘적색의 하모니’(그림4-17)에선 작품주인공
이 휘센 에어컨(그림4-18)을 열고,‘음악’(그림4-19)에서는 작품주인공이
기타를 치고(4-20)탁자 위 정물과 함께 놓여 있는 myLG070전화기와
고급화장품 '후'가 놓여져 있으며 옆에 놓여져 있던 악보위에선 ‘이카루
스’(그림4-21)가 춤을 춘다.(그림4-22)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의 여인’(그림4-23)은 오즈폰을(그림4-24)즐기다
이들을 찍고 이들 주인공들이 ‘사랑해요 엘지’음악에 맞추어 거실로 다
들 모여 엑스캔버스 TV화면(그림4-25)에 나오는 ‘원무’(4-26)주인공들의
춤을 본다.

60)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2008.6.17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15128&kind=menu1_code&keys=49&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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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17)적색의하모니

        그림4-21)이카루스

     그림4-20)LG 광고캠페인: myLG070 전화기

그림4-22)LG광고캠페인

                             그림4-19)음악 

           그림4-18)LG 광고캠페인: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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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4)LG광고캠페인:오즈폰

그림4-26)원무

그림4-23)루마니아풍의블라우스

   

그림4-25)LG광고캠페인:엑스캔버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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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미지 패러디

아트마케팅 방송광고에 있어 작품 패러디는 스토리텔링,애니메이션,PPL
기법등 이들의 한가지 기법만을 가지고 제작한다고 보긴 어렵다.인쇄광
고에 비해 시각적인 전달성과 청각적인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으로 제작되
기 때문에 이들의 복합적인 사용을 요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이미지 패러디란 앞서 언급한 3가지 기법의 복합적인 사용
을 포함함은 물론,작품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모델을 분장시키거나 변형
시키고 작품 부분적인 부분을 광고컨셉에 설정된 이미지와 합성하는 패러
디형식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기법을 통칭하여 연구하였다.

①미래에셋

미래에셋 경우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고집’(그림4-27)을 사용하여 ‘길
게 보는 투자’편(그림4-28)에서 장기적인 투자마인드를 제안하는 광고에
파이넨셜 컨설턴트의 책위에 달리 원작의 늘어진 시계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시간과 생각사이의 상관관계를 전달하였다.

그림4-27)달리-기억의고집 그림4-28)미래에셋 TV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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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서식품

동서식품의 경우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작품배경이미지(그림4-29)를
차용하였다.
명화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실사 장면 촬영은 실제 까페가 있는
프랑스 아를이 아닌 분당의 한 세트장에서 진행돼었는데   아를의 까페는
고흐의 시대에서 다소 변한 듯 한 모양새로 존재하고 있어,철저한 작품
의 고증을 위해 직접 세트를 제작하였다.
본 건물과 맞닿은 옆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2D와 3D 기술로 재현했으
며 컴퓨터그래픽으로 마치 고흐의 붓 터치가 가미된 듯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였다.이렇게 제작된 배경에 배우 안성기씨와 주변 인물들을 배치,
편집,합성으로 이미지 패러디하여 맥심커피 광고(그림4-30)를 제작하였
다.
원작의 ‘밤의 카페테라스’라는 제목과 커피제품의 동일성을 주제와 배경으
로 선택하였으며 구도적인 배치에 인물들을 대치하여 활용표현 하였다.

그림4-30)동서식품광고:맥심그림4-29)고흐:밤의카페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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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나금융
하나금융은 2008년광고는(그림4-31)에서 앤디워홀의 달러($)작품을 차용
한 원화(₩)이미지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앤디워홀 재단에 직접 얻어
제작되었다.

은행,증권,보험,카드,OK 캐쉬백이 각각의 TV화면에서 수많은 원화
작품으로 바뀌면서 시작되는 이 광고는 흩어져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포
인트 생활을 단면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로 그의 작품이미지는 그대로 반
영하지만 달러($)이미지 대신 원화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화려한 작품세계를 선보이며 흩어져 있던 원화(₩)는 결국 여러 개의 TV
프레임 속에 합쳐진 하나의 원화로 보여지고,앤디워홀의 자화상과 같은
형상의 한 여자가 턱을 움직이면서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통합포인트인

그림4-31 )하나금융 광고: OK캐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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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캐쉬백’서비스를 알리면서 광고는 마무리된다.
앤디워홀의 작품(그림4-32)세계는 대부분 미국의 물질문화와 연관되어 있
다.돈,달러기호,식품,잡화,유명인,신문 스크랩과 같은 매스미디어61)의 매
체.즉 미국의 대중문화의 가치를 의미하는 물질문화의 이미지를 실크스
크린으로 캔버스에 전사(轉寫)확대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다.
광고에서의 달러($)이미지(그림4-32)선택은 금융권업체의 돈의 이미지
형상화 광고작업에 부합되었다.그의 작업스타일인 실크스크린 전사.배열
방법.즉 원작의 구도적인 배치와 색채 표현형식을 모방하였으며,주제이
미지인 달러를 해체시키고 원화로 대치시켜 일러스트로 제작.편집하였다.
하나금융은 이러한 대중과 가까운 앤디워홀이라는 작가적 창작성과 작품
성향을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들여 광고에 이미지패러디 한 사례이다.

61) 매매매스스스미미미디디디어어어 (((mmmaaassssssmmmeeedddiiiaaa))):::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매체.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준말로 대중매체·대중
매개자라고 한다.신문·잡지·영화·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상 등의 의미내용을 피전달자인
대중에게 전달해서 널리 효과를 미치는 문화수단을 말한다 (출처:야후 백과사전)

그림4-32)앤디워홀 :Dollor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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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품품품...포포포장장장광광광고고고의의의 일일일러러러스스스트트트레레레이이이션션션 표표표현현현과과과 활활활용용용

(1)화장품

화장품 포장디자인은 내용물 보존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일반적 포장개념
으로 볼 때는 다른것과 구분이 없으나 현대사회의 필수품이며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능면에서 중요한 특징은 판매촉진 기능
(SalesPromotion)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소비자의 감각적 기분을 높여
주는데 큰 역할을 하며 신뢰감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어야 하므로 화장
품에 있어서의 포장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62)
화장품 업계의 작품사용의 표현은 패키지와 제품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사용사례로 행해지고 있다.이는 조형성과 장식적인 요소가 짙으며 단순
한 기능의 단계를 넘어 문화적,예술적 조형미를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화장품 업계는 주로 미술작가의 협력으로 제품에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
하고 있는데 예술적 독창성이 돋보이는 국내외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제품
에 접목 하는것은 미적가치 뿐 아니라 소장가치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①더페이스샵
자연주의 화장품63)을 표방하는 더페이스샵은 아르생뜨라인(그림4-33)에
고호의 ‘삼나무가 있는 보리밭’(그림4-34)을 갈색용기에 삽입하였는데 원

62) 엄정녀.한방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2004.숙명여대석사 p46
63) 자연주의 화장품 :더 페이스샾 코리아는 상품의 내용물에서 구성,그리고 이미지까지 ‘자연주의’를 중심에
두어,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토털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를 지향한다.여기에 중고가의 이미지가 짙은
천연성분 화장품의 문턱을 낮춰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낸다는 것이 더 페이스샾의 기본 방향이다.현재 전국
에 있는 더페이스샾코리아 매장 한가운데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배치하여 브랜드가 추구하는 자연주의 이
미지를 느티나무에 함축해 표현한 디스플레이로 자연주의 마케팅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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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변형없이 로고와 레이아웃하여 삽입하여 ‘자연주의’라는 가공되지 않
은 이미지에 고흐의 인지도와 풍경화를 컨셉에 맞추었다.
더 페이스샾의 용기보호 종이커버는 그림이미지를 작품액자처럼 포장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었고 작품주제에서 알 수 있는 ‘삼나무가 있는
보리밭’의 자연주의적 소재들이 상통하여 원작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
고 공통이미지는 식물로 분류되었다.

②제니스 웰
제니스웰 코스푸딕 패키지(그림4-35)는 극사실화 작가인 이사라 씨의 작
품으로 꽃과 잎,과일,채소 등 먹을 수 있는 식물성 음식재료를 사용한
제니스웰의 코스푸딕에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자연식물성 화장품을 강조하
였다.사진이 아닌 작품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식물의 자연
적 아름다움을 예술적 코드로 맞추어 코스푸딕 라인 패키지에 사용되었

그림4-33)더페이스샵 그림4-34)고흐:삼나무가 있는 보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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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경부이미지는 백색으로 처리되었으며,작가의뢰 형식으로써 원작
변형 없이 사용 되었고 공통이미지는 식물로 분류되었다.

③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허브스테이션(그림4-36)은 이니스프리 올리브 리얼스킨,내추
럴 허브파우더 제품용기에 프랑스 화가 ‘미셀 샤리에’의 수채화를 담았다.
미셀 샤리에는 남프랑스 특유의 자연과 허브를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알
려져 있는 작가로서 원작을 변형없이 로고와 레이아웃하여 삽입하였고 공
통이미지는 식물로 분류되었다.

④클리오
색조전문 클리오(그림4-37)는 2005년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선두로 현재
활동중인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제품용기에 담아 아트시리즈로 디자인하

그림4-36)이니스프리그림4-35)제니스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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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 이 제품은 작가 김부자의 작품인 ‘꽃의 요정’을 아트스페셜 아
이쉐도우 제품에 부분축소 하여 로고와 레이아웃하여 삽입하였고 공통이
미지는 식물과 여인으로 분류되었다.

⑤LG생활건강:캐시캣
갖가지 콩의 영양을 담은 기능성 색조 제품인 캐시캣 미스빈 시리즈
(2007)(그림4-37)는 콩모양을 닮은 케이스와 함께 고흐그림을 이용한 패
키지 디자인이다.자연의 색상을 충실히 표현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명화인 ,‘고흐의 방’,‘별이 빛나는 밤에’등의 작품배경에 원작을 변형없이
여인캐릭터와 합성하여 로고와 레이아웃하여 삽입하였고 공통이미지는 원
작과 여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림4-37)클리오 그림4-38)LG생활건강:캐시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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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전

①LG전자
LG는 2006년 6월에 ‘디자인 경영’선포식을 하고 기업 경영철학과 기업정
신을 디자인으로 시각화해 제품의 광고,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미
술작품을 적용하고 있다.
2006년 8월 출시된 아트디오스(그림4-39)에는 서양화가 하상림의 작품(그
림3-22)꽃의 모티브를 가져와 각기 다른 제품군에 적용하고 있다.형태
적으로는 많은 수정을 거치지 않고 그의 도안적인 선을 유지하였고,색채
적 으로는 제품군의 색상을 포함하여 동일계열 4가지 색상을 사용하였
다.모티브인 모던플라워 패턴은 3가지의 크기와 각도를 달리하여 작품의
사각프레임의 화면구도처럼 패턴크기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일러스
트와 제품군의 자연스러운 배치로 표현하였다.

브랜드 제품 작가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색상

더페이스샵
아르생뜨 

제품
고흐

삼나무가있는 

보리밭(원작)
(원작)식물 모방

제니스 웰
코스푸딕 

제품
이사라

꽃과 잎, 과일, 

채소 
(원작)식물 모방

이니스프리
올리브리얼

제품
미셀 샤리에 허브 (원작)식물 모방

클리오
아트스페셜

제품
김부자 꽃의요정

(원작)

식물,여인
모방

LG생활건강
캐시캣 미니빈

패키지
고흐

원작+

인물캐릭터

합성 

(원작)여인 모방

표4-3)작품사용 화장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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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8년 1월에 출시한 프리미엄 냉장고 ‘디오스 모노블랙’(그림
4-41)은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김영세’의 ‘T-라인’컨셉트를 기반으로
거울처럼 반짝이는 블랙 컬러에 ‘스와로브스키(SWAROVSKI)’를 로고에
부착하여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MP3플레이어,디지털 기기를 뿐 아니라 미국 ACME사의 사무용품,패션
스카프 등 다양한 제품 영역에 반영하고 있는 김영세의‘T-라인’은 태극
문양을 선의 미학으로 현대적으로 풀어낸 김영세 디자인 특징인데,아트
디오스 모노블랙 냉장고에는 제품 하단부에 큰 태극선을,상단부에 작은
태극선을 노랑(LightGoldenrod)과 회색(Gray)선 3개를 중첩하여 전통적
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가전에 도입하여 표현하였다.

그림4-39)휘센 그림4-40)로얄휘센 그림4-41)아트디오스(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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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06년 8월 ‘혁신적인 생활을 상상하십시오(Imagine
InnovativeLiving)'라는 신가전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하고 감성기술과 차
별화된 디자인을 통한 생활혁신을 선언하였다.이 때 발표된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하우젠과 지펠 제품은 백색가전 제품에 화려한 색상과 문양을
도입해 삼성의 위와 같은 비젼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생활가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을 선택하여 2006년
부터 2년짜리 업무 협약을 맺고 우아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의 명품 이미지를 담아 각종 생활가전 제품을 디자인 하였다.

한국 전통 문양의 우아함과 서양 황실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앙드레 김의
최신 디자인을 적용한 삼성의 하우젠(그림4-42)경우 제품 일러스트는 사

그림4-42)삼성 하우젠 그림4-43)삼성 김치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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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레임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대각선구도로 배치하고 제품군의 색상과
어울리는 명도단계를 조절하여 제품군의 색상을 포함한 4가지 색상으로
앙드레김이 즐겨 쓰는 꽃과 줄기패턴과 나비를 이용 일러스트하였다.

김치냉장고(그림4-43)에는 벽지와 비슷한 장미넝쿨을 패턴화 하여 제품
에 일러스트 하였는데 하우젠,지펠의 경우 국내소비자의 시각적인 이미
지측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는 앙드레김의 패턴이 가전에 투영되
어 디자인적인 일러스트레이션보다 그의 이름이 주는 명품이미지를 제품
브랜드가치에 합류 되는것 같다.

가전의 작가협력의 작품이용사례를 종합분석해본 결과(표4-4참조)형태적
으로는 단순화(선적인 형태)시킨 도안화경향이 많고 색채적으로는 4가지
로 제품색상에 어울리는 명도선택을 하여 삽입하였다.공통이미지로는 자
연물(식물,바람,나비,꽃)이 주를 이루었고 그 중 특히 꽃의 소재가 가장
많이 쓰이었다.

브랜드 제품 작가 일러스트레이션
색상

제품색상포함
공통이미지

엘지
휘센

(에어컨)
하상림

꽃

모던 플라워
4 식물

엘지
휘센

(에어컨)
이상민 물결,옹달샘 2 자연물

엘지
아트 디오스 

모노블랙(냉장고)
김영세

태극무늬

(T-라인)
4

음.양

(땅,하늘)

삼성
쁘띠로즈카퍼

(김치냉장고)
앙드레 김 장미꽃,덩쿨 4 식물

삼성
하우젠

(세탁기)
앙드레 김

꽃,덩쿨,

나비,잎사귀
4 식물

표4-4) 냉장고 작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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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품(음료,과자,주류,우유)

①원작활용표현
매일유업은2007년 12월 한달간 ‘우리아이 첫우유’(그림4-44)의 반 고호 스
페셜팩에 ‘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길’,‘아이리스’,‘노란집’을 실었고 동원
데어리푸드는 덴마크 모카라떼,(그림4-46)카푸치노 우유에 모딜리아니의
‘Yellow sweater’를 비롯 르느와르,마네등의 작품을 실었다.
작품선정은 인물화로 선택하여 원작의 구도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인물의
상반신만을 발췌하여 제품에 로고와 레이아웃하여 배치하였다.
이들 우유제품의 경우 작품을 제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시 특별한 편
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품디자인의 시각적인 차원이 제품의
기능과 미관을 강조하는 일러스트이기보다는 우유라는 제품의 특성상 주
고객층이 어린이들에게 우유라는 제품을 통해 예술적 교육의 차원에서 단
기간으로 적용된 사례이다.매일우유의 경우 2008년 ‘반 고흐 초대전’을
주최하면서 ‘고흐스페셜’팩에 고객대상 응모를 유도하여 초대권을 300명
을 추첨하여 초대권을 발송하였다.가장 쉬우면서도 전형적인 단기간 이
벤트로 아트마케팅을 한 사례이지만 포장부분에서는 2007년~2008년 설,추
석이 든 달과 어린이날,크리스마스등 단기간 마케팅으로서의 패키지 작
품활용은 외관뿐 아니라 예술이라는 부가가치와 인지도를 얻는 방법 중
하나이다.

주류 수입 판매회사인 수석무역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社의 와인
‘모나리자’(그림4-45)를 출시하면서 다빈치의 출생지인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생산된 포도를 이용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그의 작품의 제목을
상품명에 제품포장디자인에 다빈치의 자화상 드로잉작품을 로고와 레이아
웃하여 배치하고 제품용기 뒷면에 모자리자 작품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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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사례의 작품사용 일러스트레이션은 제품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여
브랜드 로고와 레이아웃하는 형식의 표현만 하였다.매일우유는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고흐기념전시회를 주관하면서 제품 타깃층인 어린아이

그림4-46)덴마크우유

        

그림4-44)매일우유 그림4-45)모나리자와인



- 104 -

에게 명화감상이라는 교육적인 개념의 패키지이며,덴마크 우유역시 한달
간격으로 작품을 바꾸어 가며 제품에 작품을 실어 감상적 차원의 이벤트
적에 의한 패키지 일러스트이다.수석무역의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
치라는 세계적인 화가의 출생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원작을 제품에 실
었다.
롯데제과는 2003년 출시했던 ‘하비스트 검은깨’의 포장디자인을 2005년에
리뉴얼하면서 밀레의 ‘이삭줍는 여인들’의 가로배치의 종전의 포장디자인
을 확대하여 제품명과 어울리는 ‘수확’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세로 배치하
여 모두 9종으로 편성하였다.

하비스트 검은깨(그림4-47)에 적용된 그림은 밀레의 ‘만종’과 ‘건초를 묶
는 사람들’,반고흐의 ‘낮잠’과 ‘라크로의 수확’,브뤼겔의 ‘농촌의 결혼식’,
쥘 브르통의 ‘이삭줍는 여인들에 대한 회상’,도비니의 ‘추수’,고갱의 ‘브
루타뉴의 수학’등으로 원작의 색채에 하비스트 비스켓의 색상인 노란색
(Yellow tone)과 갈색(Browntone)을 더하여 비스켓의 연관성을 꾀했다.

그림4-47)롯데:하비스트 비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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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깨나 검정콩을 선호하는 웰빙적 식문화를 나타내듯 과자일러스트와
작품 작품선정에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로 선정하여 제품일러스트
레이션으로 활용표현 되었다.
오리온의 2008년 ‘고소미 호밀愛’(그림4-48)를 출시하면서 2002년부터 협
력하였던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인 ‘고미네유라’(그림4-49)의 소녀 일러스
트레이션을 호밀밭 배경앞에 삽입하였다.
‘고미네유라’의 작품 스타일은 주로 몽환적인 분위기의 작가로 알려져 있
지만 제품일러스트의 컨셉은 주타깃층이 10대에서 20대의 여성층을 감안
하여 작가의 주제로 등장하는 소녀를 제품일러스트 정면부에 배치하고 배
경은 제품원료인 호밀밭을 뒤로하여 활용표현다.

식품계의 포장디자인 작품 활용 일러스트레이션은 주 타깃층이 10대인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세계의 명화를 제품에 원작 배치함으로 교육적인

그림4-49)호밀애 그림4-50)옥수수수염차그림4-49)고미네유라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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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시각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 타깃층이 10대에서 20대의
어린이와 여성인 제과류에는 웰빙적 재료를 강조하는 프리미엄급임을 강
조하기 위해 컨셉에 맞는 작품선정을 하여 배치하였고 재료를 배경을 이
용하여 작품속 주제를 전면배치하는 형식을 띄었다.

②원작의 해체와 합성 활용표현
롯데칠성 음료는 ‘옥수수 수염차‘(그림4-52)에 보티첼리의 작품‘비너스의
탄생’을 사용하였다.
일러스트는 옥수수의 껍질 안에 옥수수알 대신 비너스를 상반신만 노출하
여 옥수수에서 아름다운 비너스가 탄생하는 이미지의 표현을 하였다.옥
수수 수염차의 주 타킷층을 10대 후반~20대 중반여성층인 이 제품의 용기
는 잡기쉽게 중간부분이 들어가 있는 여성의 허리라인을 보는듯한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원작의 부분적인 해체를 사용하여 제품
컨셉인 옥수수와의 전혀 이질적인 합성으로 표현되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비너스의 이미지는 다이어트와 피부건강이라
는 웰빙적 지향주의 컨셉의 옥수수 수염차 제품디자인에 시각적인 이미지
로 작용하여 해체와 합성의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되었다.

333...작작작품품품활활활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분분분석석석의의의 틀틀틀

작품의 분석은 틀은 요리의 재료와 같다.같은 재료를 가지더라도 조리법
과 주된 메뉴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요리가 되는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
다.즉,하나의 작품구성요소가 각 요리의 재료라면 광고 컨셉의 조리법에
따라 전혀 다른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광고 디자인 발상법은 브레인 스토밍을 비롯하여 무수한 이론과 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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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하지만 본 논문은 미술작품을 사용하여 패러디적 발상인 해체와 합
성의 과정을 이미지 요소로 나누어 재조합된 과정으로 해석함에 있어 이
들 표현법의 공통점을 연구하여 발상표현의 활용틀을 제시하였다.

(1)1차 분석
시대,작가,장르별로 나누어 디자인 컨셉을 잡고 작품선정을 한뒤,작품
의 주제어 분석은 장소와 이름,상황별로 분석하여 본다.

(2)2차 분석
선택된 작품은 작가작업 스토리나,역사적,창작배경등을 사전조사하여 참
조하고,이를 바탕으로 이미지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이미지 구성요소는 아래(표4-5)로 분석할 수 있으며 항목을 추가 할 수도
있는데,이미지는 작품 화면의 구도적,내용적으로 구분지어 배경부와 주
제부로 나눈뒤 항목칸에 기입한다.

(3)활용
이미지 구성요소 틀에 작품요소를 기입하는 것은 요리의 재료를 나열함과
비슷하다.이제 완성된 제품을 해체하였으니 조합의 합성과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작품 인물 동물 식물 인공물 자연물무형체 배경

색상

질감

위치(구도)

빛의 방향

포즈

표4-5)이미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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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 광고에 필요한 이미지요소를 전체 혹은 부분 선택하여 색상,
질감,위치,빛의방향,포즈등의 요소를 변환시키거나 광고가 추구하는 컨
셉의 이미지나 제품,글자등의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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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론결론결론결론

1111절절절절. . . .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조형의식과 조형의식과 조형의식과 조형의식과 개선점개선점개선점개선점

지금까지 발전해온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기법은 그 시대의 회화 표현기법
을 많이 받아들여 왔다.과거에는 회화와 일러스트레이션 기능이 절대적
으로 다르다는 개념이 있었지만,오늘날에는 일러스트레이션 기능 속에
있는 새로운 예술적 의미가 양자 사이에 있는 차이점에 대한 의식을 좁혀
가고 있다.64)
일러스트레이션은 오랜 기간을 두고 다져져온 다른 순수 회화와 비교해
볼 때 특히 현대미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기존의 어떤 개념으로도 적절
히 대신하여 나타낼 수 없는 독자적인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독자적 표현이 지적,감성적 부분에 두루 관련되어 인간의 온갖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회화,조
각 등 확고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에 비해 생소한감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접하며 영향을 받으면서도 뚜렷한 개념
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예술적 가치를 제대로 인
식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5)

그러나 일러스트레이션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그의 역할이 너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하여 회화와의
경계에 근접하게 되고 그 표현 방식과 기법도 한계 없이 다양화 되고 있
는 추세이다.66)하지만 이러한 경계가 창작이라는 근본적인 발상법에서는

64) 배인호.일러스트레이션과 현대회화의 관계에 관한연구,동의공업전문대학 논문집 1994.127~128
65) 황정은.한국적 정서의 갤러리 일러스트레이션 연구.서울산업대 석사.2006.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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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인다.
회화역시 그 대상이 자연물이나 인공물이든 간에 시각적인 정보로 이미지
를 각인하여 이를 자신들의 장르와 화가자신의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과정
의 결과물이 그림이다.
사회의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창작의 모티브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자
연물과 기존의 문화와 기술이 이룩해 놓은 창작물에 의해 재창조되어 왔
다.모방의 기술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으나 패러디라는 장르는 문학적인
풍자의 요소에서 나와 시각적인 회화에서부터 영화,문화적인 요소를 비
롯한 광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창작물을 낳았다
또한 패러디의 구성요소인 모방,해체,합성은 기술적인 발전의 모티브로
해석해 볼 수 도 있다.예를 들어 다빈치가 새를 보고 날기 위해 날개의
구조적인 면을 관찰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잠자리 이미지
를 모티브로 헬리콥터를 만들거나,핸드폰에 통신,화상,게임,MP3,인터
넷,뱅크 온 등의 기술을 실현시켰다.
이는 통신수단이라는 하나의 기능적인 제품에 여러 가지 기술을 합성시켰
다고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패러디적 발상으로 세상의 기술은 시각적
으로 디자인되고 재탄생되어진다.
아트마케팅의 일러스트레이션 활용표현은 다양한 디자인과 광고 속에서
순수예술을 대중화 시키고 예술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공존시켜 특수 계층
의 소유물이던 미술을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는 대중에게 환원하
는 예술적 접근이며 이를 접하는 대중들에게 패러디적 발상의 전환을 간
접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패러디적 발상표현의
접근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여야한다.

미술작품의 시각적인 표현의 무분별한 활용은 현재 활동중인 작가들의 창

66) 문정희.애니메이션적 표현양식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이화여대 석사,1993.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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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저작기법을 위협하게 되고 고전명화의 경우 그릇된 시각인지를 가
져오게 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광고라는 매체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정보를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나 아직 교육받지 못한 어린이들의 경우 원작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했을 시 그릇된 시각인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2008년 추석시즌을 겨냥하여 아모레 퍼시픽에서 출시한 선물세트에는 김
홍도의 ‘까치’,‘타작’등을 볼 수 있는데 ‘까치’작품을 활용한 선물세트의
경우 작품의 주제부 부분만을 발췌하여 포장전면에 배치하였다.물론 작
품의 변형이 있는건 아니었지만 김홍도라는 작가명 이외에 작품주제나 설
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화나 문학등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유난히 상업적인 분류로 구분지어
놓는 현시대의 광고라는 매체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지 상품의 시각적이
고 설명적인 홍보수단에서 진보되고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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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절절절절.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논문은 패러디적 발상을 소재로 최근 기업에서 추진하는 아트마케팅
광고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수집하여 그 모티브의 근원인 미술작품의 다양
한 활용 표현을 연구하였고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네가지 골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저 한다.

첫째,아트마케팅 광고의 중요한 표현요소인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을 위
하여 그 이론적 배경을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물질적,기술공학적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영원한 문화적,정신적 역할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문화에 바
탕을 둔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등장하였고 순수예술을 흡수시켰
다.또한 소비자들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기호는 문화적 상승을 요구
하였고 기업은 미술작품 일러스트레이션의 궁극적 목적인 시각적 감성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표현 하였다.

둘째,방송광고와 최근 다양해진 아트마케팅의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사례
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전시공간이용,작가와 기업
협력의 제품디자인 개발,방송광고의 형태로 분류되었다.
유형별 형식은 전시공간유형은 제품홍보와 이벤트,기업이미지 제고,인테
리어적 요소로서 작품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작가와 기업협력의 디자인제품개발은 유명한 작가를 마케팅적 요소로 적
용하는 경우와 작가의 작품 대표이미지를 제품디자인에 반영하는 경우,
그리고 작가가 아트디렉터로서 디자인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유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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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었다.
방송광고는 작품이미지를 광고컨셉의 주제로 사용한 사례와 작품을 제품
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동일시하거나 비교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류되
었다.

셋째,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각 예술 작품을 직,간접 응용하여 일러스트레
이션으로 만드는 공통적인 표현을 연구하여 그 활용표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활용으로 제작된 일러스트레이션의 공통적인 표현기법은 그 이미지의
모태를 원작에 두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에 패러디적 발상의 골격
인 모방과 해체,합성,대치의 형태로 표현기법을 분석하였고,아트마케팅
광고에서의 일러스트레이 표현기법은 활용되는 유형과 목적,타깃대상에
따라 패러디적 요소의 결과로 다르게 표현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전시공간적인 활용에서는 작품의 변형된 표현보다는 원작자의 명성도를
이용한 심미적인 목적성과 기능적인 목적으로 원작활용을 취하였다.
전시형태는 포장막과 이벤트전시와 판매전시의 형태를 취하여 인테리어
장식적 활용과 고객의 미술감상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표현 하였다.
방송광고의 공통적 표현은 광고컨셉과 일치하는 이미지나 주제를 선택하
여 작품의 이미지 구성요소의 전체나 일부를 모방,해체,합성하여 활용
하였으며,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PPL,BPL,스토리텔링
기법,이미지 패러디등으로 표현 되었다.
다른매체의 활용에 비해 영상기술의 활용이 더해진 방송광고의 공통적인
표현기법은 작품소재들을 그래픽 기술로 생명력을 부여하여 정지된 이미
지로 각인되었던 소비자의 인식에 광고를 통해 작품과 제품을 자연스럽게
어울려 동반기억 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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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표정의 변화나 간단한 합성만으로 패러디적 요소를 취해 유머
와 인지도를 높이려던 기존광고보다 진화된 표현기법이며 활용이다..
제품디자인에서는 고전명화 사용 경우,모방,편집하여 제품디자인에 레이
아웃 하여 활용표현 하였으며 작가협력 디자인은 제품을 캔버스 삼아 그
들의 작업소재를 형태적으로 단순하게 도안화 시켜 디자인의 조형요소와
어울리게 일러스트 하였고,포장 디자인에는 명화 원작을 변형없이 그대
로 옮기거나 이미지의 크기조절과 간단한 합성등으로 부분 삽입되어 활용
표현 되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이미지는 제품군에서는 대부분 자연물중 꽃,나무등의
식물군이 주를 이루었다.

넷째,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구분,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본 논문이 추구코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아트마케팅 광
고의 미술작품 활용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사용하
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작품의 요소를 모방,해체 합성의 방
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분석전에 선행되는 과정으로는 광고컨셉이 결정되면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작가와 작품선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는 광고와의 유사성을 전
제로 한다.
작가선택은 작가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활용선택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색채의 마술사’-마티스, ‘꽃의 화가’-하상림 의
경우는 LG의 아트마케팅 중 하나인 ‘생활의 예술화’와 ‘갤러리 치킨’을 추
진하면서 주방제품과 광고에 예술적 색채와 작가의 작품이미지를 제품화
시켜 예술적인 상품이라는 이미지 상승을 유도하였다.
작품선택은 주제에서 오는 모티브 활용이 많았는데,고전 명화의 경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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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미지 구성요소와 부합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쉬운 예로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는 카페라는 이미지 구성요소와 맥심커피의 이
미지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술작품 이미지를 요소별로 분석하여 또 다른
창작발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작품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원작을 활용하는 작품 분석틀의 이미지 구성 요소는 제목,작가,구도,주
제부,배경부,소품부,색상으로 분류하여 기업과 제품의 컨셉에 맞게
모방,확대,축소,해체하여 덧붙이고 합성한 콜라쥬적인 디자인 기법으로
제품과 방송광고에 활용표현 할 수 있다.

과거 예술가들과 현재의 디자이너들은 생산자와 클라이언트,그리고 입력
과 출력의 기능적인 형태의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
다.광고가 창의적인 예술적 코드로 접근하려 할 때는 원작과 작가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표현기법의 창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문을 학습함으로 지식의 바탕을 이루고 나아가 발전된 학문과
기술을 만들어 나가듯이 디자인의 발상과 표현의 바탕을 예술에서 배우고
모티브로 삼아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접근
방법이며 디자인개발 방법의 한 요소이다.
아트마케팅 사례의 진화는 대부분 고전명화 도입에서 출발하여 유명 아티
스트와의 협력뿐 아니라 기업산하의 신진작가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예술과 동행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
려 한다면 예술활용의 다양한 접근과 표현기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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