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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tle Creativity Can Go a Long Way

Can a single picture or a simple phrase move 

people's hearts? Is it possible for one advertisement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The answer is 

"yes." 

There is a special type of advertising called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PSA). Through creative 

advertisements, PSA creators draw people's 

attention, raise their awareness of social issues, 

move their hearts, and make them act. 

Their works have spread through the Internet and 

have created a sensation. They are bringing a 

breath of fresh air to social campaigns. Here are 

some examples of PSAs.

End Child Labor!

In India, child labor has been a big problem. Many 

young children are forced to work long hours in 

dangerous environments for very low pay. 

• be forced[compelled] to do 어쩔수 없이~해야만 한다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taken away from the 

children, which limits their opportunities for a better 
선행사:앞문장

life. Social campaigns have been organized to fight 

against child labor in India. 

However, they were not so successful because the 

Indian people did not feel their actions could make 

much difference.

A Little Creativity Can Go a Long Way 

단 한 장의 사진이나 단순한 어구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광고 하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이다. 

공익광고라 불리는 특정한 종류의 광고가 있다. 공

익광고 제작자들은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에는 행동하게 만든

다. 

그들의 작품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 반향을 불러일

으켰다. 그것들은 사회 캠페인에 신선한 바람을 불

러오고 있다. 여기 공익광고의 몇 가지 예가 있다.

End Child Labor!

인도에서 어린이 노동은 큰 문제가 되어 왔다.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매우 적은 임금을 받

으며 오랜 시간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아이들에게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그로인해, 

더 나은 삶에 대한 기회도 제한된다.) 인도에서는 

이런 어린이 노동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캠페인

이 조직되어 왔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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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ange people's attitude toward the issue, a new 

style of advertising was attempted. Instead of putting 

posters on walls, a life-size child's statue holding up 

a heavy box above his head was placed in several 

shopping malls. 

The box was connected to a donation box by a 

rope. On the donation box was written “ your 

contribution can end child labor.” 

Putting money into the donation would lift the heavy 

box from the child’s hands. The advertisement 

immediately drew attention from the people. 

Visitors at the mall stopped to look at the statue and 

thought about the message on the donation box. 

When they put their money into the donation box, 

they were amazed to see the result of their action 

with their own eyes. 

This, in turn, encouraged others to follow their lead. 

This ad was a big success. People realized that they 

had the power to make a change even through a 

small act. It was the originality of the PSA that 
강조 . . .

moved people's hearts.

번역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새

로운 유형의 광고가 시도되었다. 벽에다 포스터를 

붙이는 대신, 머리 위에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실물 크기의 어린이 동상이 몇몇 쇼핑몰에 설치되

었다. 

상자는 끈으로 모금함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금함

에는 “여러분의 기부가 어린이 노동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모금함에 돈을 넣으면 아이의 손에서 무거운 상자

가 들려 올려진다. 이 광고는 즉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쇼핑몰 방문객들은 멈춰 서서 어린이 동상을 보고, 

모금함에 적혀 있는 메시지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모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가지고 오

는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반응은 결국 다른 사람들도 기부하도록 독려

했다. 이 광고는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공익광고의 독창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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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No!" to War and Pollution!

Yi Jeseok, a Korean advertising designer, is famous 

for his original works. Most of his works are PSAs. 

He has created ads on a variety of subject matters 

including global warming, war, and pollution. 

He uses creative ideas to find ways to capture 

people's attention and to arouse people's curiosity.  
깨 우 다 . .

Using everyday objects and simple phrases, he 

conveys a strong message. One example of Yi's 

PSAs is his anti-war poster. 

Instead of putting posters on the wall as we usually 

do, he wrapped his posters around poles. At the 

bottom of the poster was written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This poster shows that the bullets we fire will be 

directed back toward us in the end. The idea is 

simple, but the message is powerful.

Say "No!" to War and Pollution!

한국의 광고 디자이너 이제석은 그의 독창적인 작

품들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은 공익광고

이다. 그는 지구온난화, 전쟁, 오염을 포함한 많은 

주제에 대해 광고를 제작했다. 

그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그는 일상의 

사물과 간단한 어구들을 사용해 하나의 강렬한 메

시지를 전달한다. 이제석 광고의 한 예는 전쟁을 반

대하는 포스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벽에다 포스터를 

붙이는 것 대신, 그는 기둥에 포스터를 감았다. 포

스터 하단에는 “남에게 하는 만큼 그대로 되돌아온

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 포스터는 우리가 발사한 총알이 결국에는 우리

를 향해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한 발상

이지만 메시지는 강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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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other advertisement, Yi uses the smokestack of 
굴 뚝 . . . . .

a factory building. Beneath the smokestack, you see 
굴 뚝

a picture of a gun. The smoke coming from the 

smokestack gives the image of a gun that has just 

been shot. 

Can you guess what message this smoking gun is 

trying to tell you? Under the picture of the gun lies a 

sentence: "Air pollution kills 60,000 people a year." 

The message is clear. Smoke polluting the air can be 

as dangerous as a gunshot. It warns us of the 

danger of air pollution.

People at first are usually surprised and fascinated 

by the originality of Yi's advertisements. 

However, they quickly turn their attention to the 

message. Creative ideas can arouse the curiosity of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of 

social issues.

번역

또 다른 광고에서 이제석은 공장 굴뚝을 사용했다. 

굴뚝 아래에서 총 사진을 볼 수 있다. 굴뚝에서 나

온 연기는 막 발사된 총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연기 나는 총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총 사진 아래에는 “대기오염

은 매년 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매연은 총

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

기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제석 광고의 독창성에 놀라고 

매료된다. 

그러나 곧 그것들에 담긴 메시지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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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 PSA can do many things. 

It sometimes helps raise money for a good cause. It 

also helps people realize the seriousness of some 

issues around the world and motivates them to tak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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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ther words, a PSA can help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 PSA doesn't cost much. It doesn't 

need a thousand words. 

The key to a powerful PSA is creativity. A simple 

phrase coupled with a creative design is enough to 

move people's hearts and change their attitudes.

Creative PSAs can have a great impact on people. 

The following sums up the power of PSAs.

"Doctors are not the only ones who can save lives 

from diseases. 

Firefight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can rescue 

lives from danger. One advertisement can do both.

It can feed the hungry without buying food or 

cooking. It can give blood without giving blood.That is 

the power of a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The Power of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공익광고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좋은 목

적의 모금을 돕는다. 또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

생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행동을 취하

도록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즉, 공익광고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

공익광고 하나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수천 마

디의 말도 필요 없다. 

효과적인 공익광고의 핵심은 창의성이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결합된 단순한 어구 하나면 사람들의 마

음을 움직이고 태도를 바꾸는 데 충분하다.

 

창의적인 공익광고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

친다. 다음은 공익광고가 가지는 힘을 요약한 글이다.

“의사만이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아

닙니다. 

소방관만이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고하나가 이 둘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먹을 걸 사 주거나 만들어 주지 않고도 배고픈 사람

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헌혈하지 않고도 피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익광고’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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