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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정치광고의 비디오 스타일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수범 인천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각 후보자별로 메시지 특성은
어떠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대
대선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광고 중 박근혜 후보는 5편, 문재인 후보는 9편의 광고가 분석대상으
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구내용과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는
이미지 광고만을 사용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이슈 광고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미지 광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소구방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부정 광고보다는 긍정 광고를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소구방식의 경우는 두 후보 모두 이성에 호소하는 광고보다 감성 광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광고 제작기법을 보면, 두 후보 모두 혼합기법을 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슬라이드 기법을 선호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시네마 베리테 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정치광고, 대통령선거 캠페인, 이슈 및 이미지 광고, 긍정 및 부정 광고, 광고 제작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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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현대 정치 캠페인에서 텔레비전은 후보자 정체성(candidate identity) 형성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지 빌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의사사건(pseudo-event)으로서의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정치의 핵심은 정치가 현실공간을 떠나 가상공간에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는
현실공간에서 정책을 듣고 평가하였던 것이 이제는 가상공간에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텔레비전은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정치를
텔레비전 정치라고 부른다. 텔레비전은 소구력이 친밀하면서도 극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메시지를 직접적이고 시청각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어떤 미디
어보다도 소구력이 강한 매체이다. 텔레비전의 이런 매체적 특성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도 변혁을 가져왔다. 정치인들에게 텔레비전 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
정치과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최대의 과제
가 되었다.
또한 텔레비전이 정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대중의 정치적 판단, 정치적 가치관 확립
과 여론형성, 그리고 사회적 태도변화를 주도하는 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하는
과제 역시 중요하게 되었다. 즉, 텔레비전은 전 세계의 캠페인 관행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여겨져 왔다.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은 캠페인 정보와 설득의 강력한 매체
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디지털 컨버전스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텔레비전 정치광고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Johnson 2008).
결국 텔레비전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인과 정치를 보는 눈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경시
켰다.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선거는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역시 미디어크
라시(mediacracy) 혹은 텔레폴리틱스(telepolitics)의 산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정치는 광장정치를 안방정치로, 정당정치를 이미지 정치로 전환시켰다(이수범 2008).
텔레비전 정치의 등장은 정치 환경의 구조적 변동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의 정치는 정당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입후보자나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가
효과적이며, 광고는 선거 이슈나 입후보자들의 특징을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으며 입후보
자들의 호의적인 태도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된다. 텔레비전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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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고는 높은 효율의 기술적 매개에 의해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
지므로 저비용정치를 가능케 한다(이수범 2008).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매체를 선거에 적극 활용
한다는 미디어 선거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디어 선거 관련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연
설회, 간담회 등을 없애고 이를 공영방송사 주관의 정책토론회 개최로 대신하며, 선거보
조금을 없애는 대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미디어에 내보내는 후보연설과 광고의
횟수를 상향조정하고 이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텔레
비전을 비롯한 각종 매스미디어의 선거 캠페인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
가 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매스미디어는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받
아들여진다(박기령 ․ 김재영 2014).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이 대중매체
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정인태 2013), 이러한 경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준한 2013).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정
치캠페인이 있으나, 특히 정치광고는 이러한 미디어 정치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중요한 캠페인 수단으로 간주된다(이희복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미디어 선거의 특성을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분석을 통해, 각 후보자 간의 광고량과 광고유형, 광고의 초점, 소구방식, 제작기법 등
메시지의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양적 특
성과 내용상 특성을 알아보고, 각 후보자 간의 정치광고는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정치광고의 유형: 소구내용
투표행동의 규정요인으로서 후보자의 정책 쟁점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후보
자의 퍼스낼러티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정치광고의 연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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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치광고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
중 어떤 요소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끼치는가는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이슈 광고는 광고 속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을 들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
는 형식의 광고이다. 반면에 이미지 광고는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경험, 리더
십, 정직성, 능력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광고이다. 다시 말해 이미지 광고는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자가 주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광고를 뜻하고, 이슈 광고는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관련된 논쟁거리를 다룬 광고를 뜻한다. 그러나 이들을
엄밀하게 선을 그어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미지 광고가 이슈 광고일 수도 있고 이슈 광고
가 이미지 광고일 수도 있으며, 또한 양자가 모두 복합성을 띨 수도 있다. 이미지 광고든
이슈 광고든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모두가 유권자들에게 인지적(cognitive), 감정적
(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효과를 유발시켜 호의적 태도형성을 위해 수행되는 광고
라는 점이다(이수범 2003).
1972년 대통령선거의 오하이오주 표본에서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이
두 후보에 관한 정치광고가 정보적이었다고 했으며(Mendelsohn & O’Keefe 1976), 선거
기간 중 제공된 정치광고를 보다 더 잘 기억한 사람들이 선거 캠페인에 보다 더 많이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McLeod et al. 1979). 후보자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권자
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텔레비전 광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Mendelsohn & O’Keefe 1976). 맥클루어와 패터슨(McClure & Patterson 1974)은 텔레
비전에서의 광고 노출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유권자들일수록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최대한의 효과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텔레비전 광고는 이슈에 대한 인지와 이미지 형성 사이에 어떤 기능을 보다 더
잘 수행하는가라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은 후보자들의
이슈보다는 후보자들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
이다. 그리고 광고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슈보다는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는 것으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조슬린( Joslyn 1980)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조사한 156개의 텔레비전 광고
표본들 가운데 57.7%가 이슈에 관한 내용들이었으며, 47.4%만이 후보자의 이미지에 관
한 언급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패터슨과 맥클루어(1976)도 1972년 대통령선거때 제공된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 42%가 주로 이슈 지향적이었으며, 또 다른 28%가 본질적으로 이
슈와 정보중심의 내용이었다. 다른 연구들도 각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광고의 85%가 이슈
에 관한 정보라고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을 제시했다(Hofstetter & Zukin 1979). 이와 같은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텔레비전 광고가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지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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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보다는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케이드와 존스톤(Kaid & Johnston 1991)이 1960년부터 1988년까지의 830편의 미국
대통령후보의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슈 광고는 70.6%를 차지하였고
이미지 광고는 64.9%로 나타났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선 매케인은 자신의 비디오 스타일
을 정의하기 위해 거의 절반 이상(53%)을 이슈 광고로 사용하였다. 오바마는 60% 정도를
이슈적 내용으로 채웠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록 후보자의
이미지보다는 이슈가 광고에서 더 많이 강조되었지만, 양쪽 후보 모두 2004년의 조지
부시(85%)와 존 캐리(79%)보다는 이슈 광고를 덜 활용하였다(Kaid 2009).
정치광고의 소구내용에 따라 이슈 광고와 이미지 광고로 분류하는데, 정치광고의 내용
이 점차적으로 이미지화되면서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달리 표현
하면, 광고내용이 이슈 지향적이라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평가되고, 반대로
광고의 내용이 후보자의 이미지 지향적이라면 유권자에게 정치광고가 비효율적이라고 평
가되는 것이다. 이는 고전적 민주주의 선거이론(classic democratic voting theory)의 기
본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투표는 후보자들의 정책대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치광고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치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제공과 쟁점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이슈와 이미지의 이분법적인 분석은 유용하나 이분법적인 평가는 옳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지도 유권자에게는 후보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슈와 이미지를 구분하여 평가하기에 앞서 이슈 광고와 이
미지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수범 2008).
이슈와 이미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 케이드와 샌더스(Kaid & Sanders 1978)에 의하면
이슈에 관한 광고는 후보자에 대한 높은 평가의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미지에 관한 광고
는 광고에 나타난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60초짜리 이슈에
관한 광고가 또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치광고가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연구 결과는 대체적으
로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멘델손과 오키페(Mendelsohn &
O’Keefe 1976)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광고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당한 수의 부동층에게는 마지막으로 투표 결정을
함에 있어 광고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Atkin et al. 1973). 케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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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슨(Kaid & Sanders 1978)의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특히 내용이 이슈 지향적
일 때 투표 결정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수범(2003)의
연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측은 이슈 광고가 지배적이며, 반면에 김대중 후보는 이슈 광
고와 이미지 광고를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 후보의 이슈는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경제적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것이었으므로, 김 후보
의 정치광고는 이슈를 내세우는 기법이 아니라 그러한 책임전가를 감성적으로 시네마 베
리테 기법을 이용하여 소구함으로써 이미지형성 전략에 성공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을 볼 수 있었다(이수범 2003).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시 정 후보는 이미지 중심의 정치광고를 사용하여 이 후보를 압박하였으나
반면, 이 후보는 철저하게 이슈 중심의 광고를 사용하여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보다는 인물검증 중심의 공방이 오갔던 것에 기인한다. 이
후보가 이슈 중심의 광고를 사용해 정 후보와 캠페인 전략을 차별화한 것은 당선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수범 2008).

2. 정치광고의 초점: 소구방향
제미슨( Jamieson 1996)은 1952년에서 1992년까지의 대통령선거 캠페인 광고의 역사
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녀는 대통령 캠페인에 있어서 사용되는 후보자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녀의 논지 역시 이미지 광고와 부정적 광고가 텔레비전
정치시대와 더불어 현대적 정치 캠페인을 대변해 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76년 대통령선거에서 공격 광고의 형태가 개인 증언 방법과
중립적 보도방법을 이용하여, 그 기법이 점차 세련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은 다큐멘터리 광고를 활용하였는데, 특히 레이건은
이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였다. 이 시기부터 후보자의 상품화 내지는 이미지화가 선거 당락
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1988년과 1992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부정적 선거 캠
페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양의 부정 광고가 등장하였다.
부정적 정치광고(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란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 직
접적인 공격이나 언급을 하는 광고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를 공격 광고라고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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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상대 후보의 호감도를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존슨-카르티와 코프랜드
( Johnson-Cartee & Copeland 1991)에 따르면, 공격적 광고란 공격적이고 상대편의 약
점에 주의를 집중시킨 광고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 광고와 부정적
광고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공격 광고는 부정적 광고의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
난다. 그론벡(Gronbeck 1985)의 경우, 부정 광고의 유형을 내포(implicative) 광고, 비교
(comparative) 광고, 공격(assaultive) 광고로 분류하였다. 특히 비교 광고는 자기 후보의
정당성과 타 후보의 부당성에 의미를 두어 극단적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상대의
부정적 인식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부정 광고에 포함시킨다. 애초에는 비교 광고와 부정
광고는 상대의 부정적 의미에 관심을 둔다는 것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곤 하였으나 최근
의 흐름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이었다. 차별화를 통한 이미지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부정적 광고는 부수적 파급효과를 야기시킨다. 부정적 광고는 자신 스스로를 부각
시키는 긍정적 광고와는 달리 뉴스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있다.
컨(Kern 1989)은 부정 광고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강한(hard-sell) 부정 광고와 부드러
운(soft-sell) 부정 광고로 분류하였다. 전자의 경우, 험난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색조나 위협적인 목소리를 활용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정적 감정
을 이식시키고자 유머, 자기비하, 동화 구연 등과 같은 우회적 소구방법을 이용한다. 부정
광고가 미국의 선거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
었다. 웨스트(West 1993)는 1952년부터 1992년까지의 324편의 미국 대통령선거 캠페인
의 텔레비전 정치광고를 분석한 결과, 광고가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 간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광고 중 1952년에는 25%, 1956년에는 38%, 1960년에는 12%,
1964년에는 50%, 1968년에는 70%, 1972년에는 35%, 1976년에는 35%로, 1980년에는
60%, 1984년에는 74%, 1988년에는 83%, 1992년에는 66%가 부정적이었다.
케이드와 존스톤(Kaid & Johnston 1991)은 1960년부터 1988년까지의 미국 대통령선
거의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광고가 전체의 71%로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부정 광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블린(Devlin 1995)은 1992년 대통령선거의 정치광고를 분석한 결과 클린턴이
주로 부정적 광고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 클린턴은 그의 텔레비전 정
치광고 중 63%가 부정적이었으며, 부시는 그의 광고 중 56%가 부정적 광고였다. 케이드
(Kaid 1997)는 1996년 대통령선거의 정치광고가 이슈 지향적인 광고가 지배적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부정적 광고를 사용하였고, 상대편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조작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이후에도 비디오 스타일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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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에서 부정성(negativity)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오바마와 매케인 또한 2008년 대
선에서 긍정적 광고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광고에 더 많이 투자했다. 부정적 광고
와 비교 광고를 혼합하면서 두 후보는 본 선거기간 중 3/4 혹은 그 이상 비율의 광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였다(Kaid 2009).
존슨-카르티와 코프랜드(198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부정적 광고를 좋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중 65%가 부정 광고에 대해 비호의적 태
도를 보였으나 75%의 응답자가 부정적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부정적 광고는 유권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정치광고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결국 공격적이고 비방적인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부정적 광고는 긍정적 광고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위력적이다. 다수의 유권자는
특정후보에 대한 거부로 그 상대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부정적 광고는 부동층(swing
voters) 흡수에 강력하게 작용한다. 특히 정치광고 분야에서 부정적 광고에 대한 선호도
가 점차 증가하고 그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이수범 2008).
부정적 광고가 활성화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정 광고가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점이다. 도전자나 열세에 있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경쟁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후보를
비방했을 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해 부정적 광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위에 있는 후보자는 경쟁후보가 입지를 굳히기 전에 공격하여 선제
권을 장악하게 위해 부정 광고를 활용한다. 하지만 부정적 광고를 집행하는 후보자나 선
거 전략가들은 여전히 부정 광고가 초래할지도 모르는 악영향을 우려하여 부정적 광고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개러몬(Garramone 1984)은 부정적 정치광고의 비방메시지
가 역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역효과(backlash effect)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믿을 수 없
는 사람 – 김대중’편, ‘믿을 수 없는 사람 – 이인제’편 등을 선거운동 말미에 내보냈다. 이
광고는 상대방 후보의 발언, 정계 은퇴선언과 병역기피 등을 담은 장면을 편집해 만든
부정 광고였다. 그러나 이들 부정 광고는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키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수범 2003).
이러한 경향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정동영 후보는 대선기간 초반
에는 자신의 인간적 면모를 통한 긍정 광고를 하였으나, 선거 막바지까지 열세에서 벗어
나지 못하자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광고에 주력하게 되었다. 반면 이 후보는 선거 종료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비디오 스타일에 관한 연구

203

까지 자신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하며, 승리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광고전략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에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수범 2008).

3. 정치광고의 소구방식
최근 정치영역에서는 유권자를 설득시키는 메시지보다 유권자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수범 2008). 이는 유권자
의 합리성에 소구하는 이성적 메시지보다 유권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감성적
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구의 형태(이성적,
감성적, 윤리적 소구)라는 차원과 광고의 강조점(이슈, 이미지 광고)이나 광고의 초점(긍
정, 부정 광고)이라는 차원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정치광고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
는 소구의 형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
(ethos)에 기초를 둔 것으로 설득을 위한 메시지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Kaid
& Johnston 1991).
여기서 로고스는 합리적 소구를 강조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며, 파토스는 청중의 감성에
대한 소구이며, 에토스는 신뢰성을 강조한다. 이미지 광고나 이슈 광고 혹은 긍정 광고나
부정적 광고 모두 이성적 소구나 감성적 소구의 형태를 띨 수 있는 것이다. 이성적 소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단편적 사실이나 증거를 광고에 제시하는 것이며, 통계수치, 논
리적 주장, 실례 등을 포함한다. 감성적 소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정서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행복, 자신감, 애국심, 분노, 만족, 희망 등을
포함한다. 한편, 윤리적 소구는 사람들에게 후보자들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물어보는
것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얘기함으로써 후보자의 신뢰성과 믿음직함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수범 2003).
케이드(Kaid 2009) 분석에 의하면,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매케인 광고는 지배적
소구방식에서 이성적 방식 29%와 감성적 방식 34%를 활용해 균형적인 분포를 보였다.
반면 오바마 광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감성적 소구방식을 훨씬 더 많이 의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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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광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현상기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치광고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대부
분이 실험연구나 크리에이티브 분석에 치우쳐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내용
분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정치광고에서 각 후보 간 광고의 소구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정치광고에서 각 후보 간 광고의 소구방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정치광고에서 각 후보 간 광고의 소구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정치광고에서 각 후보 간 광고의 제작기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V.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정치광고를 분석하
였다. 제18대 선거에는 사퇴한 1명을 제외하고 정당소속 2명, 무소속 4명, 총 6명의 후보
자가 최종출마하였다. 이 중 득표율 1% 미만이며, 텔레비전 광고를 하지 않은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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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4명을 제외하고 정당 소속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광고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는 총 30회의 텔레비전 광고가 허용되었으며, 두 후보 모두
30회의 광고 기회를 모두 사용하였다. 광고 집행채널로는 박근혜 후보가 KBS 22회, MBC
3회, SBS 3회, 기타 2회를 집행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KBS 15회, MBC 5회, SBS 8회,
기타 2회 집행하였다(선거관리위원회 2013). 본 연구에서 분석한 두 후보의 텔레비전 광
고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18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광고 현황

광고

박근혜 후보(n=5)

문재인 후보(n=9)

1

내일은 해가 뜬다

10만의 대합창

2

어머니의 나라

국민의 승리

3

박근혜가 바꾸는 세상

뜨거운 한 표

4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

대통령의 자격

5

국민을 향한 다짐과 선언

설렘

6

문안인사

7

국민출마 민생

8

국민출마 실정

9

출정식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메시지를 내용분석을 통
해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치광고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접근방식,
즉 기호학과 같은 질적인 분석과 서베이, 실험연구, 내용분석 등을 통한 양적인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기호학적인 분석은 광고 메시지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적인 의미구조를
밝혀내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연구자의 주관성이 배제되기 어렵고 분석결과
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약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기호학은 분석가 능력에 의존해야만
한다거나, 모든 광고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Leiss, K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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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lly 1986).
또한 정치광고 연구에 있어서 서베이 방법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권자들의 접촉한 광
고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노출정도와 인지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
를 갖고 있다(Kaid 1981). 서베이 방법의 대안으로서 실험연구는 인과관계의 명료성과
통제의 용이성으로 인해 정치광고가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가설 검증
의 방법론으로 유용하다. 그러나 정치광고의 영역에선 실험연구들은 타당한 결과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실험연구에 있어서 무작위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실험실
및 자극상황에 실험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들은
일반집단을 모집단으로 삼아야만 하는데,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로 학생집단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질적인 분석방법과 서베이, 실험연구 등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약점들은 내용분석 방법
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되어질 수 있다.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으로서의 내용분석 방법에
대해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 1980)는 내용분석을 어떠한 자료로부터 그 문맥에 대하
여 타당한 준거들을 만드는 연구기법이고, 커린저(Kerlinger 1986)는 내용분석이란 변인
측정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연구분석하
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내용분석 방법은 메시지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과학적이
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의 확보라는 인식하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기호학적인 분석방법과 내용분석 방법 모두 분석의 단위는 단일 광고물이지만 기호학
적인 접근방법이 하나의 광고물을 고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인 데 비해 내용분석 방법은
개개의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전체 모집단에 연결시켜 유사성과 상이성의 패턴을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명백한 내용에 대해 객
관적이고 확인가능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므로,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
라 형식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2명의 대학원생 코더에 의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더 간의 신뢰도 검증에는 Holsti
(1969)의 공식이 활용하였다.1) 코더 간 신뢰도는 .90 이상으로 연구의 타당성이 확보



1) 신뢰도 계수(C.R.) = 
  
여기서 M = 2명 분석자 간의 일치한 코딩 수
N1 = 분석자 1이 코딩한 수
N2 = 분석자 2가 코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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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3. 분석유목
내용분석 연구에 있어 분석유목을 설정하는 작업은 간단하지가 않다. 분석유목은 첫째,
연구문제 또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둘째, 소진적(exhaustive)이어야 하며, 셋째,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광고의 내용을 보다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분석유목의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분석유목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적당한 분석틀을 찾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케이드(Kaid)
가 개발한 비디오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한 연구들을 분석모델로 삼았
다(Kaid & Johnston 2001).2)
비디오 스타일은 후보자들이 대중에게 그들을 드러내는 방식을 메시지의 언어적(verbal),
비언어적(nonverbal), 텔레비전 제작상의 특징(television production characteristics)의
세 가지의 관점에서 논함으로써 3원적 관점(tri-part perspective)에서 접근한다. 케이드
와 존스톤(Kaid & Johnson 2001)은 언어적 메시지 요소가 메시지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
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다루어지는 이슈들, 긍정적인 메시지 대 부정적인
메시지가 텔레비전 광고 속 비디오 스타일의 언어적 요소의 단위가 될 수 있다. 비디오
스타일의 비언어적 요소는 화자의 언어와 말하는 톤과 강조, 제스처, 얼굴 표정 등과 같은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유목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슈 광고: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관심사,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대한 광고이다.
(2) 이미지 광고: 후보자의 역할, 특성, 그리고 성격에 관한 광고이다.
(3) 긍정적 광고: 후보자의 장점을 강조하는 광고이다.
(4) 부정적 광고: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광고이다.
(5) 이성적 소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단편적 사실이나 증거를 광고에 제시하는 것이다.
(6) 감성적 소구: 유권자들에게 특별한 정서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드는 것이다.
(7) 윤리적 소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물어보는 것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언급함으로써 후보자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8) 시네마 베리테: 사실주의적 다큐멘타리 제작방식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후보자가 실제로 유권자들과 어
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이다.
(9) 특수기법: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슬로우 모션, 몽타주 등 특수 효과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10) 슬라이드 기법: 문자, 동작, 해설 등을 한 커트씩 화면에 등장시키는 기법이다.
(11) 혼합기법: 시네마 베리테, 정면제시기법, 특수기법, 슬라이드기법 등을 두 가지 이상 혼용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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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제작 기술은 카메라의 앵
글, 특수 효과, 색감 등 시청자들이 후보자나 후보자의 메시지를 인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들을 발견하기 위해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유목은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선정되었다. 광고의 유형을 소구하
는 메시지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1) 이슈 광고 대 이미지 광고에 대한 내용, (2) 광고의
초점이 긍정적(positive) 광고인가 부정적(negative) 광고인가, (3) 광고에 사용된 소구의
유형이 감정적(emotional), 이성적(logical), 윤리적(ethical) 중 어느 것인가, (4) 제작기법
이 시네마 베리테(cinema verite), 정면제시기법(head-on), 특수기법(special production),
슬라이드(slides), 혼합(combination)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V.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정치광고물을 소구
내용, 소구방향, 소구방식, 제작기법에 따라 유목을 나눠 분석하였다.

1. 대통령선거 후보 간 텔레비전 광고의 소구내용
각 후보자들이 사용한 광고를 소구내용에 따라 살펴본 결과, 박근혜 후보는 사용한 5편
의 광고가 모두 이미지 광고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이미지 광고(5편)와 이슈 광고(4편)를
<표 2> 제18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광고의 소구내용
후보
종속

독립

합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슈 광고

– (0.00%)

4 (28.57%)

4 (28.57%)

이미지 광고

5 (35.71%)

5 (35.71%)

10 (71.43%)

합계

5 (35.71%)

9 (64.29%)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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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박근혜 후보의 경우 ‘내일은 해가 뜬다’, ‘어머니의
나라’ 등 후보자의 리더십과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를 주로 사용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승리’와 같은 이미지 광고뿐만 아니라 ‘출정식’, ‘국민출마 시리즈’
와 같은 이슈 광고를 사용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이슈 광고를 통해 야당으로서의 불리
함을 극복하고 도전자로서 집권여당 후보에 대한 정책적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2. 대통령선거 후보 간 텔레비전 광고의 소구방향
각 후보자들이 사용한 광고를 소구방향에 따라 살펴본 결과, 박근혜 후보의 텔레비전
광고 5편 중 긍정적 방향의 광고가 3편, 부정적 방향의 광고가 2편으로 두 가지 소구방향
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긍정적 방향의 광고 7편,
부정적 측면의 광고 2편으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광고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박
후보는 부정에 해당하는 광고와 긍정에 해당하는 광고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으나,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 등의 부정 광고를 보면 비교적 이전의 대선 정치광고와 비해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 비난보다는 현실 정치에 대
한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경우 상대에 대한
부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조하는 긍정적 광고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제18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광고의 소구방향
후보
종속

독립

합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긍정

3 (21.43%)

7 (50.00%)

10 (71.43%)

부정

2 (14.29%)

2 (14.29%)

4 (28.57%)

합계

5 (35.71%)

9 (64.29%)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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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선거 후보 간 텔레비전 광고의 소구방식
각 후보자들이 사용한 광고를 소구방식에 따라 살펴본 결과, 두 후보 모두 윤리적 측면
에 소구하는 방식의 광고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의 텔레비전 광
고는 이성적 소구기법에 해당하는 광고가 1편, 감성적 소구기법에 해당하는 광고가 4편이
었으며, 문재인 후보는 이성 광고가 1편, 감성 광고가 8편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모두
이성보다는 감성적 측면에 호소하는 광고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제18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광고의 소구방식
후보
종속

독립

합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성

1 (7.14%)

1 (7.14%)

2 (14.29%)

감성

4 (28.57%)

8 (57.14%)

12 (85.71%)

합계

5 (35.71%)

9 (64.29%)

14 (100%)

4. 대통령선거 후보 간 텔레비전 광고의 제작기법
각 후보자들이 사용한 광고를 제작기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한 광고가 2편이었고, 혼합기법을 사용한 광고가 3편이었으며 특수기법이나
시네마 베리테 기법을 단독으로 사용한 광고는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특수기법을 사용한
광고가 1편, 슬라이드 기법이 2편, 시네마 베리테 광고가 2편, 혼합기법을 사용한 광고가
4편으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박 후보의 광고 중
혼합기법을 사용한 광고는 주로 슬라이드와 특수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 ‘내일은 해가 뜬다’와 같은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문 후보는 시네마
베리테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10만의 대합창’, ‘뜨거운 한 표’와 같은 광고는 시네마
베리테 기법에 충실한 광고이며, 혼합기법을 사용한 광고도 대부분 슬라이드와 시네마
베리테, 혹은 특수기법과 시네마 베리테를 결합한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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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18대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광고의 제작기법
후보
종속

독립

합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특수기법

– (0.00%)

1 (21.43%)

1 (7.14%)

슬라이드

2 (14.29%)

2 (14.29%)

4 (28.57%)

시네마 베리테

– (0.00%)

2 (14.29%)

2 (14.29%)

혼합기법

3 (21.43%)

4 (28.57%)

7 (50%)

합계

5 (35.71%)

9 (64.29%)

14 (100%)

VI. 결론 및 논의

현대 정치환경에서 미디어 정치의 성격이 점차 강해지면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후보자
의 선거운동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이미지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정치광고가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등장한 텔레비전 정치
광고의 메시지와 제작기법을 유목별로 분석하여 각 후보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경쟁했던 선거였다. 연구결과 문재인 후보(9편)가 박근혜 후보(5편)에 비해 더
다양한 광고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소구내용, 소구방향, 소구방식, 제작기법에 따라서
도 두 후보의 정치광고 전략에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한 결과를 유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구내용의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는 5편의 광고를 모두 이미지 광고로 제작하여,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이미지 광고(5편)뿐 아니라 이슈 광고(4편)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야당 도전자로서 정치광고를 충분히 활용하
고 새로운 정치쟁점(issue)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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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구방향에 따라 살펴본 결과 두 후보 모두 긍정적 소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만,
도전자 입장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광고(negative advertising)
를 거의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 대통령선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박근
혜 후보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후보 모두 부정적 소구방향보다 긍정적 소구방향이 더 효
과가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구방식을 보면 이성적 측면보다 감성적 측면의 광고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두 후보 모두 압도적으로 감성적 광고의 사용이 더 많았는데, 이는 최근 정치문화의 추세
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광고 제작기법을 보면 박근혜 후보는 슬라이드와 혼합기법을 주로 사용했
고, 문재인 후보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했으나 주로 시네마 베리테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정적이고 전통적인 광고제작 형태를 보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광고는 이전의 대통령선거 광고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2013)
는 “다양한 광고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이미지 개선 및 심화를 꾀하고 정책 내용
을 알리는 데 주력”하며 “과거와 달리 상대방의 자질, 도덕성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은 크게
줄어든 반면 후보자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알릴 것인지에 대해 노력한 것이 특징”이라
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두 후보자 모두 부정적 광고보다 긍정적 광고를 더 많이 사용
하였으며 시네마 베리테, 혼합기법 등의 제작기법을 활용한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선관위의 평가에 동의한다. 특히, 과거 제16대, 제17대 대선과 달리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
어온 부정적 정치광고에 대한 역효과와 긍정적 광고에 대한 효과의 중요성(이수범 2008;
최용주 2008)에 대해 양 후보의 선거 캠페인 광고담당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이슈 광고보다 이미지 광고가 더 많았던 점과, 이미지 광고
만 사용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선거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온 것처럼 후보자의
이미지가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최용주 2008)이라는 것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또한 이전의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이성적 측면보다는 감성적
측면에 소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 추세인 ‘감성적 정치참여’
의 흐름(박창식 ․ 정일권 2011)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점차 정치영역에서 이성적 소
구보다는 감성적 소구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후보가 이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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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형성에 노력한 측면이나 문재인 후보가 시네마 베리테를 주로 사용한 이유도 ‘감
성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정치광고를 실증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유목을
통해 분석했다. 이는 점차 변화하는 국내 정치광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선거결과와 비교하여 정치광고의 전략별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국내 정치광고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정치광고는 총 14편이다.
이는 정치 광고에 대한 많은 규제 때문인데, 미디어 정치 환경에서 정치광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더 다양하고 많은 정치광고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유경향 등의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치광고가 선거결과에 직
접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에 맞춰 분석유목
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세기의 정치 캠페인과정이 후보자 중심
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옮겨갔다면, 이제는 시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 정치광고가 텔레비전뿐 아니라 인터넷, 특히 최근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영상 정치광고에 대한 비
디오 스타일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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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Videostyle of Televised Political Advertising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Lee, Soobum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s of political advertising messages appearing in
television during the final phase of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o what extent and in what manner the presidential
candidates employed political ads during the races. This study systematically
conducted content analyses of campaign advertisements on TV. A total of 14 televised
ad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of types and valences of political advertising between Geun-Hye Park
and Jae-In Moon. More specific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Jae-In Moon’s televised ad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t Geun-Hye Park’s
to emphasize policy issue over personal images. However, both Park’s and Moon’s
televised a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ositive ads. Also, both Park’s and Moon’s
televised ads were likely to rely on emotional appeals more than logical appeals.
Finally, most of Park’s ads are made with slide technic. On the other hand, Moon’s
televised ads depended on Cinema verite as technique for making them.

■ Keyword: political advertising,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ssue-image ads,

positive-negative ads, advertising production techn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