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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strategic advertisement method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in order to hold 

the public in their political services to a 

maximum and p e rsu a d e th e voter to 

support the pa rty' s political ideology. 

Newspaper a dvertisement still appears to 

b e standard means of political campaign 

initiation. 80 comparisons have been made 

among political orga nizations to see which 

is more sui ted to the needs of the public 

for th e 15th National Congr essmen 

Election. The advertising perf ormance is 

described in details h ere with : characteristic 

features , ca t ego ri ca l classification , 

c reativ e strategies , an d analysis of 

conveymg messages. 

Many other poli t ica l organ iza tions 

function in formal ways to provide voters 

with ways of sharig inte rests ,goals , polit ical 

information a nd activiti es. Most political 

a dvertisement is brief. routine , a nd easily 

expressed. But eve r y a d vert isement also 

represents the party to its members and to 

the public and thus should be carefull y 

prepared a nd attractively presented. 

Most approach es to date , h owever , h ave 

concentrated solely on a por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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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 l n ega tive effect process. There is a 

clear tendency f or the advertiser to place 

more emphasis on riva!' s weakness as 

they effectively influence peop le. This 

kind of method gives a clear indication of 

some of the qualiti es p eop le fe e l are 

important in political campa ign . But the 

more we believe that negative advertisement 

is unjust ifi e d or , in som e cas e , 

irresponsible , the sooner this trend will 

decline in th e future , r eplaced by more 

positive attitude presentation. 

There is a lso something rema rkab le a nd 

unique about th e font preference. Fonts of 

l e tt e r s a r e so c lose l y re late d that 

guide lines for writing them are nearl y 

identical as Myung-Jo styles rather than 

Goth ic ones. 

A key feature of the political a dvertisemen t 

is th at a ma jor portion of its developmen t 

began at th e 15th Nat ional Congressmen 

Elect ion , p lay ing a k ey rol e in h e lpi n g 

peop le fost e r high er leve ls of aesthetic 

consciousness. The combin ed mass media 

strategy wi ll become a more vital step in 

supply ing po li tic ians w it h th e too ls they 

need to expand their ideas . More creative 

design concept will add weight to poli ti cal 

a dvertisement as it is being evaluated. The 

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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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of political a dvertisem ent depends 

to a great extent on h ow effectively design 

concepts are selected and accentuated by 

the art designer and the advertise r. This is 

a good illustration of why consistent design 

concept is a good pract ice f or a good art 

designer. What the art designer must now 

do is to assign a high er order of priority 

to the spontaneous interest of voters in 

their political decisions as well as to fulfill 

many kinds of voter needs for aesthetic 

r equire ments at the same time. This 

important role is to be left entirely to the 

a rt designer and the advertiser f or the 

years to come. 

This study has checked the political 

a dvertisement for appropriateness in view 

of design layou t a nd the designer' s 

concept , offering a feasible solutions and 

the possibilities of design 

improvements to overall election marketing. 

Key Word 

Political Advertising , Strategy , Creative 

논문개요 

정치광고는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충분한 정보를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 

며， 광고의 대표적 기능인 정보확산과 설득기능을 수 

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그 활용도 

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광고가 본 

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제 13대 대선 때부터 전략수 

럽에 의한 광고의 표현이 시작되었으며 ， 지난 제 14대 

대선과 6.27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더욱 진보된 형태 

의 정치광고가 전략이나 크리에이티브 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통합선거마케팅 

에 의한 광고의 정책이나 수립이 미흡하다고 여겨진 

다. 

본 연구는 지난 15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당의 전 

략수립이나 정치광고의 형태나 특성， 광고의 유형이 

나 크리에이티브(Creative)전략， 메시지의 강조내용 

등을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정치광고의 개선점을 모 

색 하고자 한다. 15대 총선에서 각 당이 게제 한 정 

치 광고가 정치 마케멍의 전략수립에 의한 광고가 전 

적S로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근접한 형태의 광고가 게제 되었다고 본다. 각 당이 

신문에 게제 한 정치광고는 총 22종류이며 그중 신 

한국당이 12종류， 국민회의 5종류， 자민련의 3종류， 

민주당이 2종류를 게제 했다 광고의 소구방법은 전 

반적S로 부정적인 소구형태의 광고로 나타났으며， 

광고의 표현요소는 인물위주의 시리즈광고와 단발광 

고의 비쥬얼(Visual)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서체 

는 고덕체보다는 명갱1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 

났으며， 광고표현 내용 가운데 대선 자금， 물가정책， 

독도 문제를 다룬 광고가 일부 게제 되었다. 



15대 정치광고가 유권자를 공략하는 마케팅 수단 

으로 이용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표와 

직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15대 총선에서 

각 당의 신문광고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앞선 아이디 

어를 전개했다고 하나 아직도 이렇다 할 정치 광고로 

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종합선거마케팅에 의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고인 이나 광고디자이너의 

계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다 

1 .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정치광고는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 

의 근거가 될 충분한 정보를 대중매체 CTV , 라디오， 

신문， 전단광고 등) 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 

며， 또한 정치광고는 광고의 대표적 기능인 정보확산 

과 설득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셔 그 활용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광고는 구한말 독립협회와 일진회 

가 ‘독립신문’ 에 게제한 광고에서 그 발자취를 찾을 

ζ느 。lrl (1 ) 
l λλ-1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정치광고 보다는 의견 

광고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정치광고가 도 

입된 시기는 제 13대 대선 때부터 전략수립에 의한 광 

고의 표현이 시작되었고 더욱 진보된 광고의 형태는 

14대 대선，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광고전략이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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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이티브 전략에서 많은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선거계획에 의한 전략수립이 아니라 단지 

광고 표현 물에 의한 형태들이 대부분 이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 거센 지역 바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정치광고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 

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광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지난 15대 총선 에서 보여준 각 당의 전략수립 및 

정치광고의 형태나 특성， 문제점을 파의L하고 광고의 

유형이나 크리에이티브CCreative)전략， 메시지의 강 

조 내용 등을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정치광고의 개선 

점을 모색하도l자 한다. 

( 1) 이기홀 한국의 선거광고사 (디자인 1987. 11). p 28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정치광고의 이론적 배 

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 둘째 15대 총선 

에 나타난 각 당의 선거전략 및 표현전략에 대한 사 

례를 분석해봄으로써， 셋째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처 방안을 제시하여 정치광고의 발전 햄노을 모색하 

고자한다. 

사례분석은 15대 총선 기간중 국내 일간지에 게제된 

신문광고를 대상으로 신한국당， 국민회의 ， 자민련 ， 민 

주당의 5단C37cm)사이즈의 정치광고를 분석 대상으 

로한다. 

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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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의 이론적배경 

1 정치광고란? 

정치광고는 홍보전략의 일원이며， 카이드(L.L. 

Kaid) 는 정치광고를 ‘정치후보.-A}나 정당 등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신념이나 태도， 행동에 의 

도적으로 영호탤 미칠 수 있는 정치메시지를 유권자 

들에게 전달히는 기회를 유료로 구입하는 커뮤니케이 

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또한정치광고는마케팅의 수만으로도 볼 수 있으며， 

아이디어나 이슈， 선거입후보자 등을 마케팅의 범주에 

포함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 

지를 갖도록하여 구매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에 의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정치광고 역시 

마찬가지 이다. 즉 선거에 입후보한 정치인을 기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 

해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광고라 할 수 

있다. 

2. 정치광고의 유형 

정치광고는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이미 

지광고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강조하는 이슈광 

고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정치광고의 소구형태에 따 

라 이성적， 감성적， 윤리적 소구광고로도 분류한다. 

가. 이미지광고와 이슈광고 

정치광고의 종류에 따라 이미지광끄} 이슈광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미지광고는 후보자의 역할， 특성 

및 성격 등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는 광고이며 ， 이슈 

광고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최근 

의 주요 관심시를 강조하는 광고이다 (3) 일반적인유권 

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후보자와 후보」자의 이미지를 

알게 된다.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들은 후보자의 이 

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선택되고 전달되어진다. 정치 

광고는 개인적인 속성이나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슈의 적합성도 주장하는 것이다. 

이슈광고는 후보」자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미지광고는 유권.A}가 정보를 회/양}는데 효과적이 

다 

나. 공격광고(부정적 광고) 

공격광고는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는 뜻으로 부정적 

광고， 상대방지칭광고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며， 이 공 

격 광고는 자기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써l게 

중점을 두는 광고로서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 

다. 부정광고가 긍정광고에 비해 유권자의 감성에 소 

구하기가 쉬우며 후보A에 대한 이미지， 차별화와 태 

도 양극햄l 기여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기억하기가 

용이하다. 

(2) 이두희 한국의 마케팅 사례 마케팅 전략파 광고 

(서울 박영사 1995) p 343-344 

(3) 탁진영 정치광고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한국광고 

학회 춘계학술세미나 1996. 3). p5 

3. 정치 마케팅 

정치마케팅 이란? 마케팅의 효율적 자원(시간， 자 

금， 조직) . 관리기술과 대중설득기술， 홍보를 선거운 



동에 접목시킨 분야로 선거운동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부터 전략수립 및 선거운동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선거 

운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마케팅이다. 정치마케팅은 대체적으로 선거전문 

가와 후보자와 유권자의 여러 요인을 철저히 조사 분 

석하여 정보화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과 전술을 수립 

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표적 청중을 설득시키는 작업 

인 것이다 또한 정치마케팅의 캠페인 부분으로서 시 

장(유권자)세분화， 후보자의 위치설정 , 전략수립과 실 

행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요즈음에는 각종 마케팅 

전략과 통힐댁뮤니케이션 전략 등이 정치마케팅 분야 

에 도입되고있다. 

가 선거전략 

후보」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전략이 반 

드시 필요하다. 전략수럽을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우 

선 되어야 하며，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흉사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표와 미정표의 동호뇨을 

파익하고 경쟁후보자의 동향과 정당지지표의 분포상 

황을 점검한 뒤 경쟁자와 자신의 장단점을 파밥}는 

것이 선거전략을 세우는데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것이다. 

@선거운동의 계획서 

선거전략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올바력1 

방향 짓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후보자의 강점을 살 

려 경쟁후보자와 차별화 시켜 선거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테마 :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무엇인가? 

• 표적청중 :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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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 

• 의사전달방법 . 후보자의 메시지를 잠재 지지자 

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가장효율적일까 ? 

• 타이밍 : 후보자들의 메시지를 표적대상에 전달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 언제이며， 누가 

하여야하나? 

• 자원 : 표적 대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은 무엇인가 ? 

@ 선거전략 수립의 기본모델 

선거전략 수립의 기본적인 모델의 내용은(도표 

1.)과 같다 (4) 

도표 1 선거전략수립의 기본모델 

년훨켈 

+ t 
l 문제의 기회와 확인 | , + 

, + 
;틴 C'~ ~ Ã1 

.....:....! -기 E므 = 
표적집단 선거테마 

캠페이닝 믹스 , + 
선거운동의 실행 

자금조성 조직구축 

유세계획 광고계획 

지지권유 

정치적 상황분석 

전략개발 

투표잠여 |나. 이미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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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가지고 있는 믿 

음， 개념 ， 인상을 종합한 것이다. 선거에서 후보자 이 

미지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만이 제시할 수 있 

는 특성을 말하며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신과 경 

쟁자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권자와 경쟁자와의 관계를 통합해서 생각한 

다면 이미지란 자신을 특정 위치에 위상 정립시키는 

것이라고할수있다， 

후보자의 이미지는 질적， 양적， 윤리적， 도먹적， 시간 

적 변화， 거리감， 성격， 역동적의 일곱 가지 측면으로 

니누어 분석 할수 있다. 

도표 2 이미지의 일곱 가지 측면 

이미지。| 

일곱 가지 측면 
표 현 방 법 

통이 크다 대빔하다 
。〈:〉t 적 

그릇이 크다 숙이 좁다 

질 적 
멍석하다 우수하다 무능하다 

어리석다 

윤 리 적/도 덕 적 
징직하다 착하다 부도덕하다 

부당하다 

시간적 변화。 | 젊다 늙었다 노련하다 

념 

친근하다 진절하다 불친절하다 
거 리 감 

걱이 다근다 

엽랑하다 활발하다 
당사자의 성격 

우울해 보인다 

역동적인 측면 
적극적이다 소급적이다 

건강하게 보인[ 

@ 후보자의 이미지 중요성 

이미지는 일반 대중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갖게 되 

는 심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후보자의 이미지가 미 

치는 영호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강력 

하고 우호적인 이미지는 투표와 결부되어 있고， 서로 

전하여 많은 영향이 있으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이다. 

@ 후보자의 이미지 컨셉트 

후보자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할 것인가를 구성 할 

때의 지침이 곧 후보자의 컨셉트CConcept)으로 선거 

운동의 전반에 대한 기획과 구성의 바탕을 이루는 것 

으로 강력한 진보주의 실천가， 민의 의 대변자， 원숙 

한 정치가 등 한마디로 응축되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는 친밀감을 주며 기대감과 

추진력의 신뢰성을 확고허 구축한다. 후보자의 이미 

지발전 단계는 (도표 3'>와 같다 (6) 

도표 3 후보자의 이미지발전 단계 

단계 --A「‘ Z ;xE; 차원 내 iC포:> 예 시 

. 7f능한많은접촉 · 출판기덤회 

1 단계 인물의 존재감 
매체노출의극대화 · 연하잠 

노 줄 
· 노출빈도는 · 개인서신 

질보다앙적증대 · 지역매체노출 

· 지역발전을위한 · 서신 

발전적 망항 · 행사의 

저|시 이벤트 

2단계 인지화 친밀감 · 다:1 1니믹한요소 · 팝플덧 

· 유권자틀에 돌아 · 표어 

갈구체적인 · 포스터 

r 이익파공익 

제시 

· 앙직 노출에서 · 선전유세 

실적노출 연출 

· 잠모의 정보 · 지역의 유지 

3단계 인물화 기대감 
분석에따른 를 지지자로 

人tJ~소 c니 ”도ιJg -닙T-7--1 L 

취약점제거 · 이멘톤 개발 

· 상대에 대한 정보분석 

지나E 공격배제 과공략 



(4 ) 박병준 정치마케팅 (서 울 나남 199 1) p 68 

( 5 )이두희 (같은책 ) p 338-339 (도표 2 침조) 

(6 )박병준 (같은책 ) . p 79-80 

나 후보자의 홍보전략 

홍보전략은 직접우편， 전화， 홍보책자， 벽보， 전단， 

이벤트등전시， 청각， 인쇄， 전파매체를적절히 이용 

하여 후보자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다. 

@캐치프레이스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향후 실천의지와 제반 품 

성 및 배경을 모두 합하여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선전문구로 참신함， 선명함， 강렬함에 따라 이미지 전 

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보물 

홍보물은 명함식 소형 인쇄물， 팡플렛， 지역구 신 

문， 만화， 포스터 , 플랭카드. DM(직접우송광고) 등 

다양한데， 색채， 크기， 문안， 레이아웃 등이 중요하 

며， 읽어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의 셰련미와 순간적인 

전달성이 강하도록 하여야 바람직하다， 

4. 외국의 정치광고 사례 

1) 프랑스의 정치광고 사례 

지난 1981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후보인 프랑스와 미테랑은 당시 현직 대통령인 지스 

카르 데스탱을 누르고 승리해 세계에 충격을 던져 주 

었다. 전후 세계 정치사에서 대사건의 하나로 인식된 

1981년의 대통령 선거는 드골이래 전통적 집권 세력 

이었던 우파 보수진영이 물러나고 만년 야당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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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사회당이 정권을 장의L하게 된 선거였다. 당시 

정치평론가들은 선거결과를 분석， 사회당이 승리 했 

다기 보다는 우파 정당의 붕괴에 따른 반사적 행운이 

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미테랑의 선거전략에 유의 

하는 분석가들은 사회당 측의 집요한 선거전략이 주 

요한 것으로 풀이한다. ‘루 셰률라 게이자 에 굿다 

르와’ 라는 광고회사가 참여하여 선거 캠페인을 기획 

하여 전개한 것이 승리로 이끈 주요인 이었다고 분석 

한다. 프랑스의 정치광고 형태를 살퍼보면 그 당시 

포스터에 장미를 형상화한 사회당의 C.I 작엽을 전개 

하여 모든 포스터와 선전물에 사회당의 심볼인 장미 

를 삽입하여 이미지 작업 등을 시도했다. 한편 5월 

의 선거가 끝난 몇달 뒤 파리시에는 괴상한 포스터가 

나붙어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비키니를 입은 묘령 

의 아가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 포스 

터 윗 부분에는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씌어 있었 

다. ‘9월 2일 니는 윗 부분을 벗겠습니다’ 파리는 

이 포스터 광고를 두고 여론이 비등하였고 시민들은 

호기심을 갖고 그 날을 기다렸다. 9월 2일 새로운 

포스터에는 과연 브레지어를 벗은 그 아가씨가 등장 

했고 또 다른 약속이 적혀 있었다， ‘9월 4일에는 아 

래 부분도 벗겠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이 아가씨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궁금해하며 흥분 속에서 

그 날을 고대했다 이 의욕을 지켰다. 뒷모습만 보인 

누드의 모습으후 이 티져 광고 형식의 포스터 광고는 

파리 시민들에게 묵시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 

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 광고가 미테랑의 사회당 정 

권을 은근히 비뺨}는 것이라고 평했다. 선거에 승리 

한 미테랑은 자신이 야당시절 화려하게 공약했던 정 

책을 현실 정치 속에서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에 부 

닷졌다. 선거 승리후 사회당， 공산당 연합좌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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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한 미테랑은 집권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정부 

내의 이해 관계로 산업의 국유화 등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없는 정치적 딜레머에 빠졌던 것이다 (7) 

따라서 파리시에 나붙은이포스터 광고는 아래 부분 

도 벗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로 돌아서버린， 즉 벗긴 벗 

었지만 기대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가씨처 

럼 미테랑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뜻을 은 

유적으로 전한 수준 높은 정치 광고였다. 

2) 영국의 정치광고 사례 

1979년과 1983년에 실시한 영국의 선거는 자금 

및 광고 전문가를 활용한 정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였 

다. 선거가 끝난 뒤 영국의 언론들은 정치 자금과 정 

치 광고가 위력을 보인 선거였다고 논평했다. 보수적 

이고 전통적인 민주주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정치와 

광고의 관계， 정당의 광고 의식 ， 광고계의 정치 의식 

등에 대한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논의가 분분했고， 정 

치광고 규제를 제안해야 된다는 소리도 높았다. 

야P 

1979년 총선에서 광고회λ}를 활용해 압승을 거둔 보 

수당은 사치 앤드 사치사와 계약했고， 노동당은 라이 

트 앤드 파트너스(W righ t & Partners)라는 광고 

회사와 대행 계획을 맺었다. 사치 앤드 사치사는 

1979년 선거전의 컵셉트로는 ‘공격’ 으로 보수당의 

정권 장악， 즉 창업을 위한 공격 전략을 수립했으나 

수성기인 1983년의 선거에서는 ‘방어’ 로 컨셉트로 

전환했다. 대처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 인플레 억제， 

경제정책 면의 실적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전략을 

전개했다. 노동당의 광고 캠페인을 대행한 ‘라이트 

앤드 파트너사’ 는 1981년 그레이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한 새로운 광고 회사다. 노동당은 이 광고회사 

의 도움을 받아 실업문제， 핵 감축 등 군비 감축， 구 

주공동체로부터의 탈퇴 등 묵직한 테마를 정치광고에 

활용하여 전개했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정치 광고가 

치약이나 비누를 팔 듯 정치 후보자를 파는 것을 별 

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 광고가 숨 

은 설득 자로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호노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정당 

안의 선전 담당자들은 제한적일망정 설득 커뮤니케이 

션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정치 광고의 필요성을 인정 

하고 있는 추세이다 (8 ) 

(7)박종렬 유지훈 외국의 선거운동 사례 연구 

(디자인 1987 10) p46 
8) 박종렬 유지훈 (같은책 ) p44-45 

川. 15대 총선 정치광고 사례분석 

1. 각 당의 선거전략 분석 

1) 마케팅으로 본 각 당의 선거전략 분석 

선거는 마케팅이다. 소비자의 심리를 끄는 것과 유 

권자의 심리를 끄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다흔 후 

보(상품) 대신 자기 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전술전 

략을 쓰고 대중매체를 통한 설득 등이 상품 마케멍과 

대등 소이하다 하겠다 이 경우 유세는 대규모 새차 

발표회나 시음회 행사에 비교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당 체제는 몇몇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이 4당 

의석을 거이다 차지하고 있다.4당 가운데 3당은 지 

역 근거를 바탕으로 독식하다 시피 한 것은 마치 소 



주시장에서 3사가 나누는 비슷한 형국의 마케팅이라 

할수있다. 

가.신한국당 

신한국당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박찬종 전 의원 

을 영입하여 선거대책기구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마케팅 전술에 있어서 영업담당 임원체제 구축과 분 

사(分社)를 통한 판매(유권자)의 극대화로 압축할 수 

있다. 

나.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젊은 법조인， 방송인 영업을 통해 진보 

적 정책기조 속에 보수적 색채를 덧붙여 ‘새로운 맛’ 

을 만들려 하는 원인은 식품업체를 비유해 수도권에 

서 20-30대 소비자가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편의식 

식품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20-30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이팅이라 볼 수 있다. 

다.자민련 

자민련은 틈새시장의 공략이 마케팅의 핵심이다. 

김종필 총재는 대구， 경북， 강원 등 신한국당의 자의 

반 타의반으로 난조를 보이는 지역을 집중공략 한다 

는 것이다. 실상 3위권 엽체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1 

위 엽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자민련은 6.27 지방선거에 충청지역에서만 점 

포(후보)를 개설하였는데 지난 15대 총선에서는 대구 

에 점포(후보)를 개설해 마케팅에서 성공한 케이스라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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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주당 

민주당은 ‘브랜드 이미지’ 로 승부를 걸었으며， 전통 

개혁세력이라는 이미지로 도덕적S로는 가장 깨끗하 

다는 점 , 달리 말하면 ‘가장 참신한 브랜드’ 라는 점 

으로 소비자(유권자)에게 다가갔으나 3당의 지역감정 

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 4당의 선거전략 비교 분석 

지난 15대 총선에서 각 당의 선거전략 최대 이슈 

는 지역감정과， 세대교체， 안정론， 대선자금， 내각재 

등을 둘 수 있으며， 주요 유권자 공략은 서민층과 중 

산층， 30-40대의 젊은 유권자로 대변할 수 있다. 각 

당의 선거전략을 요약하면 아래(도표 4. 참조)와 같 

다. 

도표 4. 4당의 선거전략 비교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예상목표 
150석 100석 100석 0석 

의석 및 
40% 28% 30% 25% 

득표율 

최대이슈 안정론 중간평가 내각재 부패정치 

지역감정 안정론 개헌론 지역할거 

대선자금 세대교체 보수혁신 주의 

대선자금 논쟁 대선자금 

세대교체 세대교체 

지역주의 

지지계층， 전국민 서민층과 국민정당 20~30대 

세대，지역 전국 중산층 중산층 의고학력 

30~40대 보수세력 고른 

호남과 충청권 지지율 

스， -두‘궈」 대구지역 

변 --〈「‘ 지역감정 ;E언。으i二므: 지역감정 닙|자금 

스liI구」 유권자 부동층 

항방 TK 
충청지역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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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한국당 

지역과 특정 세대가 아닌 건전한 보수주의적 이념 

을바탕으로한보수계층을타켓으로 하며 ， 주요이 

슈는 안정론을 바탕으로 특정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전국적인 정당으로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미래 

정치로 세대교체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신한국당의 

주요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나 국민회의 

국민회의의 주요 이슈는 세대교체， 대선자금， 개혁 

등으로 서민층과 개혁을 희멍하는 중산층으로 30-

40대의 젊은 유권자， 호남과 수도권을 주요 공약 대 

상으로 한 선거전략이다. 

다.자민련 

내각재 개헌론을 최대 이슈로 하는 자민련은 중산 

층과 보수계층을 타켓으로 하며， 자민련의 텃밭인 충 

청권과 대구 경북지역， 강원권을 주요 공략대상으로 

한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다 

라 민주당 

민주당은 3金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 

역할거주의， 부패정치， 세대교체 ， 대선자금등을 주요 

이슈로 하며 . 20-30대의 고학력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른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3) 모래시계 세대(젊은 세대)의 전략 분석 

가 모래시계세대란 ? 

우리 나라의 정치구도는 지금까지 4.19 혁명이나 

5.16 군사 구테타 신 군부의 등장에 의한 인위적인 

조합， 또는 지역할거주의 대표적인 3金， 신한국당의 

총재인 검영삼 대통령은 경남 부산의 대표주자‘ 검대 

중은 정계은퇴의 공백을 덧고 슬그머니 옛 영토를 회 

복해 호남의 대표주자로， 김종필은 민자당에서 나와 

충청지방의 토호로 변했다. 여기에 식상한 80년대의 

학생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한 20-30대 청년모임 

과 정치개혁시민연합 등이 등장하였다. 신세대의 정 

치성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탈 정치 성향이 약 10-

20% 높으며， 과거대학이 민주화라는 소용돌이 속에 

서 젊은이는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데 비해 현 

재 대학이 정치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을 상설 

하는데에띠론 당연한 회귀라 할 수있다. 15대 

총선에서 정치권에 몰아닥친 세대교체의 바람을 타고 

속속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성 정치인 

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물갈 

이가 이루어 졌고 여기에다 새로 들어오는 계층이 주 

로 20대 후반에서 30대의 모래시계 세대라고 불리 

우는 예전과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어서 지금까지 

통하던 정치권의 룰과는 전혀 다론 방식으로 상대해 

야 하는 껄끄러운 존재들인 것이다. 신세대는 지금 

까지 젊은층의 성향이 그러했듯이 약간 진보적이고 

체제 변화를 지호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는 절대적 가치보다는 주관적인 상대적 가치에 

의존한다는점이다 

나 모래시계 세대 유권자 공략 

20-30대 유권자들의 정치성호E은 무정형 (無定型)이 

라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 

왔다. 각 당의 신세대 유권자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신한국당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을 끓기 위해 수도권의 3 



0~40대 후보들로 푸른 정치 젊은 연대를 결성 , 이들 

을 통해 정치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 주겠다는 것 

이다 신한국당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청년기업가 

창업지원 확대， 주택자금확대 등 청년층을 위한 공략 

을 내세웠고 또한 인기탤런트 최진실을 광고모델로 

등장시키는가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가 

요의 가사를 신한국당의 홍보내용으로 바꾼 로고송도 

제죄L하여 신세대 취향에 맞는 전략 등으로 젊은 유권 

자에 다가가는 전략을 세웠다 

(2) 국민회의 

신세대 유권지공략을 위한 최대전략은 후보차별화 

다 참신성과 전문성을 강춘 젊은 후보들을 영입하 

여， 젊은 층 공략을 위한 소장파 후보가 참여응}는 그 

린 캠프를 결성， 현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살럽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여가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호프집의 순방도 선거운동 방식의 하나로 2 

0~30대의 젊은 층에게 접근하여 유권지를 공략하는 

정책을폈다. 

(3) 자민련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당의 이미지가 노인정당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고， ‘젊은 보수 푸른 정당’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젊은 층을 공략한다는 방침 

으로 대학로에서 젊은이의 녹색축제를 열어 젊은이에 

게 다가기는 정책을 폈다. 

(4) 민주당 

민주당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몸으로 경험한 30 

대 유권자 층에 기대를 걸고 유권자들이 대체로 지역 

할거주의나 3金 정치에 냉소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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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민주당이 대안 세력임을 집중 

부각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20~30대 후보 40명 

으로 구성된 ‘청년 프론티’ 도 ‘30년대 3金 정치 30 

대’ 가 바끔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맞벌이 부부 

탁이문제 해결 ， 근로소득세 절반 경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 각 당의 표현전략 사례분석 

1) 분석대상 

국내 일간지에 게제된 신문광고를 대상A로 신한국 

당， 국민회의 ， 자민련， 민주당의 5단(37 Cm)사이즈 

의 정치광고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분석방법 

분석 세부 항목은 광.:ïU11제 종류， 소구방법， 각 당 

의 내용별 광고 분석 및 표현 요소 분석(헤드라인， 

레이아웃， 비쥬얼， 메인칼라， 비쥬얼의 위치)으로 설 

정한다. 

3) 분석결과 

가 광고게제 종류 

15대 총선에서 각 당의 발표한 신문광고의 게제 

종류는 아래의(도표 5 . ) 와 같다 

저 
C그 

드} 
o 

광고게제 
으E 튿긍 
ζ" 

도표 5. 광고의 게제 종류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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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대 총선에서의 홍보물은 선거법상 선거일 

150일전부터 후보등록일(3월 25일) 전까지 모두 

80회에 걸쳐 게제 할 수 있는데， 이 횟수를 거의 채운 

정당은 신한국당이며， 국민회의는 5종류의 광고를 게 

제하였으며 , 자민련 3종류， 민주당 2종류 등 예산상 

의 관계로 광고의 게제종류를 늘릴 수 없었음으로분 

석 된다. 

나. 소구방법 

각 당의 신문광고에서 보여준 광고의 소구방법에 

있어서는 신한국당의 10종류만 긍정적인 광고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광고의 형태로 나타 났 

다. 특히 이번 15대 총선에서는 야당의 정치광고가 

여당에 대한 공격일변도인 부정적인 소구형태의 광고 

가 대부분a로 나타났으며， 소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는 (도표 6.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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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 신한국당 국민회의 

(팡고수) ( 12) (5 ) 

긍정적 10 

(부공정격적적 ) 2 4 

도표 6. 광고의 소구방법 

다. 각 당의 내용별 광고 분석 

(1) 신한국당 

@김구편 

자민련 민주당 계 

(3) (2) (22) 

11 

3 2 11 

신한국당은 일찍이 1월부터 김구선생을 내세운 정당 

광고로 내용장 국회의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지만， 

김구선생의 인품과 애국심을 신한국당의 ‘역사 바로 

세우기’ 로 연결하는 이미지 광고이며 ， 긍정적 소구형 

태의 광고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최진실 1, 2 , 3편 

4월초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최진실의 시리즈 광고는 

헤드라인이 ‘통통튀는 진실이 신한국으로 갑니다.’ 

이 내용은 이회창 전총리， 박찬종 전의원이 신한국당 

을 선택했기 때문에 진실이도 신한국당을 선택 한다 

는 내용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광고이며 ， 젊은 세대 

를 겨냥한 광고이기도 하다. (그림 1. 참조) 

계속해서 시리즈로 게제한 2탄， 3탄의 광고는 

첫음 선보인 l탄보다 신선감이 떨어진 광고 였으며， 

‘인물정당， 개끗한 정치’ 라는 케치프레이스도 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최진실 광고는 미흡한 광고였다고 

분석 되며 ， 소구방법은 긍정적 광고라 할 수 있다 

그럼 1. 최진실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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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3진한국당 

신한국당은 계속해서 시리즈 광고를 발표했다. ‘어 

머니를 사랑합니다. ’ 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의 헤 

드라인 내용은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타켓드로 한 

광고였다. (그림 2. 참조) 

“어머니를 사량합니다 

그림 2. 부모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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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진한국당 



@ 맏며느리 편 

‘맏며느리 노릇， 아무나 하는 건가요 ?’ 라는 메시지 

는 신한국당이 갑자기 바꾼 돌출광고로서 경쟁 정당 

을 은근히 꼬집은 광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럼 3. 참조) 

그럼 3. 맏며느리 편 

@ 이송우화편 

신한국당은 이송우화의 양치는 목동 이야기를 소재 

로 한 이광고는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를 꼬집은 것 

으로 특정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성(부정적)광고의 표 

현이다. (그림 4. 참조) 

;; 
톨홉필웰한뭘~삐 

그림 4. 이솜우화편 

@독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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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3한한국당 

신한국당은 때마침 불거져 니왔던 독도 문제를 소재 

로 하여 김종필이 1962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디는 내용과 1 996년 김대중이 마이니찌 신문과 

의 인터뷰에서 말했디는 내용을 발쉐한 광고 였다 

’99한국디자인포릉 4호 

@ 허영호， 월드컵 편 

탐험 가 허영호를 모델로 의지의 한국인을 소개하고 

함께 신한국을 열어가는 신한국의 모습을 표현한 광 

고이며， 월드컵 편 광고은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 유 

치가 집권당의 과제로서 유권자 표를 의식한 이슈광 

고라할수있다. 

@감사광고편 

15대 총선이 끝나고 발표한 이 광고는 신한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선거결과는 대체적 

으로 만족하다는 의미가 은근히 내포되어 있는 광고 

이다. 

(2) 국민회의 

@대선자금편 

국민회의의 첫 번째 정당광고는 신한국당의 최진실 

시리즈가 끝나자 마자， 3월 1 6일부터 노태우 대통령 

의 이들 노재현이 모 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을 지난 대선때 아버지(노태우)가 당시 민주당 후보 

(김영삼)에게 선거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건네 주었다 

는 폭탄적인 발언의 공격적인 광고이다. 

@정직， 신한국병 편 

두개의 광고에서 서브헤드는 ‘부실개혁 국민회의가 

고칩니다.’ 와 케치프레이스는 ‘능력있는 사람들， 국 

민회의 사람들’ 이라고 쓰고 있다. 대선자금의 비리， 

대형사고와 물가문제 ， 독주， 독선， 독단 등 이른바 3 

독에 의해 생겨난 신한국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당은 

국민회의 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낸 광고이다.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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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병， 廳醒顧聽훼 

누가만든병이지요? 

그림 5 신한국병 편 

@ 멸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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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새정지팍민외의 

국민회의가 발표한 정당광고 중에서 3월 21일에 

발표한 멸치가 기가 막혀 ! 의 광고이다. 저울 두 개를 

놓고 한쪽에는 쇠고기 1Kg의 가격이 18 ， 000원， 다 

른 저울은 멸치 1Kg의 가격이 40.000원 으로 비 

쥬얼 처리한 것은 신한국당의 가격정책 실패를 꼬집은 

광고였다. 또한 항간에는 김대통령의 부친이 남해에 

서멸치어장을 경영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광고 

리는 평도 있다. (그럼 6 . 참조) 

멸치가기가막혀l 

그림 6 . 멸치 편 

@ 갤러리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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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정지국민외의 

국민회의가 마지막으로 게제한 광고는 썰러러맨을 

타켓으로 한 이광고는 공격일변도의 광고에서 방호노을 

전환한 이성적인 광고의 표현으로 유권자를 공략한다 

는광고의 표현이다. 

(3) 자민련 

자민련의 정치광고는 총 3종류의 단발광고를 게제 

하였으며， 전체적인 광고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광고 

를 구성하는 레이아웃이나， 비쥬얼 등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게제한 단순한 이미지의 광고라고 볼 수 

있다. 

@색맹편 

자민련이 처음 선보인 정치광고는 자기당의 깃발(심 

볼)을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고， 왼쪽에는 신한국당， 

오른쪽에는 국민회의의 깃발을 대비시켜 색맹을 골라 

낼 때 쓰이는 그림으로 그 실체를 흐릿하게 보여주므 

로 해서 차별화를 시도한 광고의 표현이다. (그림 7. 

참조) 

@도미노， 레드카드편 

자민련의 두가지 광고는 정부， 신한국당， 국민회의 

를 겨냥해 만든 단순한 이미지의 광고이며 ， 도미노 광 

고편은 자민련의 상징인 황소가 물가불안， 기엽도산， 

안보 등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이는 현 정부의 부 

실정책을비방한 광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레드카 

드 광고 편에서 보여준 비쥬얼은 축구심판(여자)이 

옐로카드를 보여주면서 헤드라인은 퇴장! ‘낙제정권 

대통령병’ 이라는 카피 내용은 낙제정권은 신한국당 

을， 대통령병은 DJ를 겨냥한 광고이다. (그림 8. 참 

조) 전반적으로 자민련의 정당광고는 광고측면에서 

논할만한 가치가 없는 평범한 광고의 표현이라 분석된 

다. 

자세히보십시오l 

징지색맹은빌긴실III를올수없슴U디 l 
진m보수정당은 xt민련뿐입U디 

g경차유인눌연잉 

그럼 7 색맹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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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a자유민주연앙 

그럼 8. 레드카드편 

(4) 민주당 

민주당의 정치광고는 4당 가운데 가장 적은 2편의 

광고를 게제하였는데 광고전략과 컨셉트(Concept)에 

서는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광고의 표현을 보여주었 

다고분석된다 

@반잔편 

접시에 놓여있는 3마리의 멸치 비쥬얼은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을 가리키는 것으로， 3金씨에 염증 

낸 광고의 표현으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있는 광고 

라 하겠다. (그림 9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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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9 반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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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베어먹은 사과와 온전한 사과 한 개를 대비시 

켜준 비쥬얼은 왼쪽의 베어먹은 3개는 타 3당의 지 

역딩을 가러키며， 오른쪽의 온전한 사과는 전국정당 

이라는 비쥬얼을 나타내고 있으며 ， 소구형태는 공격 

적(부정적)광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 참 

조) 

’99한국디 자인포름 4호 

톨麗羅톨 
~ë!츠당 

그림 10. 썩은사과편 

15대 총선에서 보여준 각 당의 신문광고를 내용별 

로 분석해보면 신한국당은 메시지의 일관성 , 레이아 

웃의 통일성， 기획의 명확성을 유지하여 광고의 시너 

지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며，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양 

당간 크리에이티브의 비차별성으로 양당간의 구별이 

어려웠으며 메시지 자체가 부정적인 소구 형태의 광 

고로 이미지 구축이 어려웠다. 자민련은 자민련의 칼 

라에 맞는 소재를 적절히 선택하였다고 보여지나 크리 

에이티브가 미흡한 광고의 표현이라 분석된다. 각 당 

의 신문광고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는(표 7. )와 같 

다. 

표 7. 각 당의 내용별 신문광고 분석 

구 분 신한국당 
새정치 자유민주 

'2l?~ ζjι 
국민회의 연합 

컨 셉 1신한국 1능력있는 시원한 깨끗한 

건 설 사람들 정치늘 희망본부 

국민회의 • iTZ←τ E=브r X ζ그.iC ζ~ 

사람들 

슬로건 신한국 부실속의개혁 진짜보수 정치를확 

안정속의 신효택병 Xζ~ 드 ζJ-2그r 바랍시다 

개혁 국민호j의가 자민련 

고칩니다 뿐입니다 

유 형 이미지부각 여야공격 여야공걱 3기 고켜 
며 。「

야당공격 

타 켓 20~60대 20~40대 40~50대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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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각당의표현요소분석 

15대 총선에 게제된 신문광고의 표현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비쥬얼은 전반적으로 인물위주의 시러즈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일러스트， 사진 순으로 

나타났다. 비쥬얼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왼쪽에 편중 

된 편집스타일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헤드라인의 서 

체는 신문에 게제된 정치광고 22종류 중 명조체가 

17종류， 고덕체가 5종류의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각 당의 메인 칼라를 살펴보면 신한국은 청 

색， 국민회의는 녹색과 청색을， 자민련은 녹색， 민주 

당은 청색과 빨강의 캉라를 신문광고에 사용한 것으 

로나타났다 

레이아웃에서는 정치광고가 대부분 지나치게 분장 

되는 것을 기피 해서 인지 자민련을 제외한 3당이 모 

두 거의 유사한 배열로 일관해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 

으며， 획기적인 레이아웃을 기피한 관계자들의 소극 

적인 자세가 아쉬웠다 특히 각 당이 게제한 정치광 

고 중 크리에이티브가(Creative )가 뛰어난 광고는 

단지 몇 편에 불과해 아쉬움이 남는다. 각 당의 표현 

요소분석 결과는 (표 8. )와 같다. 

표 8. 각 정당별 광고의 표현 요소 분석 

天C그{ 당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계 

(12) (5) (2) (2) (22) 

비쥬얼 인물 8 3 12 
일러AE 2 2 2 7 

사진 

。a〈fst;ja 2 

비쥬얼의 왼쪽 10 4 2 16 

위치 오른쪽 2 

가운데 2 
。디〈카드l그프 2 

헤드라인 Dc:겨〉 ←끼4ζ) 9 5 2 17 
서체 고되 3 5 

표현 비쥬얼 인물 인물사물 
인물 

드Ci그L λ ~ 튜 E금크 
일러AE 

칼라 ~녀~ 녹색+정색 노「새「 녹색+빨강 

N. 결 론 

제 15대 총선을 요약해 보면 신한국당의 선전， 국민 

회의 수도권에서의 부진， 자민련과 무소속의 약진， 민 

주당의 몰락으로 요약 할 수 있으며 .3金 정치가 주 

도하는 지역할거주의가 6.27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재연되었디는것이다. 

한편 15대 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등장과 국회의원 

총 의석의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신진세력의 대거 당 

선과 중진의원의 탁락으로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이 

루어진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5대 총선 에서 

각 당의 전략수립 및 정치광고(신문광고)의 내용분석 

을 살펴보면， 첫째 마케팅 차원에서 본 4당의 선거 

전략은 신한국당이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박찬종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은 판매(유권자공략)의 극대화로 압 

축할 수 있으며， 국민회의는 젊은 법조인， 방송인 등 

을 영입하여 편의식 식품을 선호하는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민련은 

틈새시장인 대구， 경북， 강원 등의 공략이 마케팅의 

핵심이며， 민주당은 전통개혁 세력이라는 점을 ‘참신 

한 브랜드의 이미지’ 로 유권자(소비자)에게 다가간 

마케팅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당이 게 

제한 정치광고가 정치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전적으 

로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근접 

한 형태의 정치광고가 게제 되었다고 본다. 15대 총 

선에 게제된 신문광고의 일부는 그 시대의 사회적 환 

경에 의해 광고가 만들어 졌디는 감이 든다. 

지난 15대 총선에 각 당이 신문에 게제한 정치광 

고는 총 22종류로 나타났으며， 그중 신한국당이 12종 

류를 게제해 가장 많은 종류의 광고를 집행하였고， 



다음이 국민회의로 5종류， 자민련이 3종류， 민주당이 

2종류를 각각 게제했다 자민련이나 민주당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게제량은 아마 예산상의 문제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고의 소구방법에 있어서 

신한국당의 10종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반적a로 

부정적인 광고의 소구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야당의 

정치광고가 여당에 대한 공격 일변도인 부정적인 소 

구형태의 광고를 게제하여 집권딩을 공략한다는 전략 

에 의한 광고의 소구방법 이라고 볼 수 있다. 

광고형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첫째 비쥬얼은 전반 

적으로 인물위주의 시리즈광고와 단발광고의 표현이 

주종을 이루였으며， 일러스트， 사진 등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둘째 레이이웃에서는 4당이 모두 거의 동 

일한 구도로 일관해서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시 

각적 요소인 비쥬얼은 대체적으로 왼쪽에 편중한 편 

집형태가 대부분 이었다. 셋째 헤드라인 서체에 있 

어서는 고덕체보다 명조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서 

체에 징을 가미한 형태의 헤드라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의 유형에 있어서는 정당의 이미 

지광고가 이슈광고 보다 많은 것S로 분석되며， 광고 

에 표현된 내용 가운데에서 대선자금， 물가정책， 독도 

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어 이에 상응하는 광고가 

게제 되었는데 모두다 부정적인 광고형태로서 공격적 

인 내용을 주요 컨셉트(Concept)으로 설정한 광고였 

다. 신한국딩을 제외한 3당은 단발 이슈 제기 식으로 

광고 내용을 풀어감으로써 광고의 누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었고 일관된 이미지 전략이 약화되었다. 지 

난 총선에서 보여준 정치광고가 어느 정도는 유권자 

를 공략하는 마케이팅 수단으로서 이용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표와 직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 

을 것이다. 15대 총선에서 보여준 각 당의 신문광고 

’99한국디자인포름 4호 

는 지난 6.27 지방선거 때보다는 한 단계 앞선 아이 

디어를 전개했다고 하나 아직도 이렇다 할 정치광고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이는 선거법 상 5만 광고로 못박은 데에 

기인하다보니 광고인 이나 디자이너가 아이디어 전개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 

서 선거를 치려야 하며 이때마다 정치광고는 광고인 

이나 광고디자이너가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광고인 모두는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종합선거마케팅에 의한 크리에이티브(Creative) 전략 

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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