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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명확한 근거에 따른 이성적 평가가 아닌, 선입견에 의한 비판은 오히
려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관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과 평가에 있어 확증편향
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시적 환경과 순차
적 환경 비교를 위하여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민간 광고/PR 대비 공공 광고/PR
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성적 비판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공공 가치 공유와 확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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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the communication of government agencies has changed 
in various forms and the expertise has been strengthened. However, there are still negative views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communication by government agencies. Criticism by prejudice, rather than 
rational evaluation, can hinder the development of public communicat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confirmatory bias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communication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o this en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irmatory bias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advertising/PR by 
comparing the simultaneous and sequential enviro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haring and expanding public values   by presenting rational criticism and evaluation 
methods for publ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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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공한 정부 캠페인 사례가 과연 있는가?",
 "공공 캠페인은 재미도 없고 수준이 떨어진다“

공공 광고/PR 캠페인은 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공공 광고
/PR은 국내 TV CF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가 하면 깐느 
국제광고제(Cannes Lions Festival)에서 수상하기도 한
다. 공공 광고/PR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행사가 늘어나
고, 공공 캠페인을 연구하는 학회 연구회도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기념 홍보물 구매를 위해 밤을 
새워 줄서기를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세계적으
로 유명한 스타 연예인이 출연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민주주의 국민 참여 양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광고/PR 예산은 연간 수조원대에 이르고도 있다[1].

이러한 현실에서 아직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
식이 편견에 기인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가
능성은 없는지, 또는 부정확한 신념에 기인하여 실상을 
축소 왜곡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회피
의 오류는 아닌지,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
다.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에 따른 이성적 평가가 아닌, 선
입견에 의한 비판은 오히려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체적이지 않은 편견으로 공공 광
고/PR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절하 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확증편향이론에 기반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2. 문헌분석 

2.1 정부기관의 공공커뮤니케이션
정부기관의 광고나 PR의 목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

족시킴과 함께, 이해와 동의를 통하여 정책이나 정부 기
관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다[1]. 정부나 공
공 기관의 광고/PR 노력은 정책 PR 정부광고, 국정소통 
또는 공공 캠페인 등의 형태로 국민과 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디
어 환경과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과거 정부부처나 
기관들은 소수의 인력과 예산 한계로 민간 기업에 비해 
제대로 된 광고나 PR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 하지만 최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공공 커뮤니케이
션 영역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PR 업체와 공조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기관 특유
의 경직성을 벗어나 창의적인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불편한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책광고의 효과에 
대한 수용자 설문조사연구보고서[3]에 따르면 정책광고
에 대한 수용자들의 접촉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인
지하는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람
들은 정책 광고가 수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
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매체 
선정과 크리에이티브 측면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기업과 정부 PR 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상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 실무자들은 기업 PR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기업 실무자들은 정부 PR에 대해 부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4]. 심지어 정부 PR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무자들은 조직 내 자신들의 
위치와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5]. 

하지만 이러한 정부 기관의 광고, PR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위의 
선행연구들은 ‘정부 광고’의 효과로 한정 짓거나, 2000년
대 초중반의 정책홍보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금의 정부기관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과거 전통적 
언론홍보와 광고에 치우치던 정책홍보와는 차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홍혜연[6]은 정부 
기관 PR 부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과
거 언론관계와 정보 제공에 치중되었던 정부 PR이 정부-
국민 간 소통을 포함하는 현대적 소통패러다임으로 발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 기관의 커
뮤니케이션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전
문성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진 등[7]은 정부 
PR을 ‘국정홍보’ 라고 칭하던 시절부터 정책을 알리는 언
론홍보(publicity)로 오해하면서 정부기관 커뮤니케이션
의 본질을 곡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커뮤니케
이션은 이제 정책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 환경변화와 함께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기관 공공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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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긍정,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통
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기관 커
뮤니케이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정부기관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정부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에 있어, 이를 수행하는 정보원이 되는 기관과 실무자들
에 대한 신뢰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ovland
와 Weiss[8]는 정보원의 신뢰도(source credibility)가 
수용자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정보원의 전문성과 진실성이 신뢰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밖에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가 수용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
은 연구들이 증명해왔다. 예를 들어 성동규와 박상호[9]
는 미디어 신뢰도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
했다. 김정현[10]은 광고효과에 있어 가 정보원의 신뢰도
의 영향, 그리고 차희원[11]은 미디어의 신뢰도가 보도된 
기업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다. 따라서 정부PR
의 정보원이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또한 PR의 성과
에 대한 국민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직업별 신뢰 조사[12]에 
따르면 17개 직업 중 지방공무원과 중앙 공무원이 각각 
15위와 16위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직
업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보건사
회연구원[13]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에서는 전체 13개 직업 군 중 공무원이 10위를 기
록해 상대적으로 신뢰도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의 시장조사기업인 IPSOS[14]가 한국을 비롯
한 23개국의 국민 19587명을 대상으로 ‘직업 신뢰도’ 를 
조사한 ‘Global trust in professions’ 에 따르면, 23개
국 18개 직업 군 중에서 응답자들은 과학자를 가장 신뢰
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은 11번째로 중하위 그룹에 속해 
있었다. 한국의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공
무원은 11번째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무원을 일반적으
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부 공무원에 대한 낮
은 신뢰도는, 이들이 집행하는 정부기관 커뮤니케이션 성
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2.3 확증편향: 동시적 환경과 순차적 환경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불확실한 가설이

나 믿음을 적절하지 않게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15].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 기대,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위
해 편향적인 정보 추구 행위를 하게 된다[16]. 이러한 확
증 편향은 특정한 신념이나 믿음에 따라 정보를 인지하
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이성적이고 비판적 사고와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17]. 이예경[18]은 이러한 확증 편향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중처리구조(dual process 
system)로 된 인간의 인지처리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인지처리구조를 무의식이고 자
동화된 1유형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2유형으로 구분한 
Evans[19]를 인용하며, 확증편향은 1유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1유형의 특징은 암묵적, 직관적, 반사적
인 인간의 기본적 사고로 인지적인 노력 없이 의사 결정
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18]. 

이러한 확증 편향은 정서적 측면에서 Festtinger[20]
의 ‘인지부조화 이론’ 과 긴 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이
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문제점을 발견하
면, 인지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자신의 의사나 신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편향적인 
정보 추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증편향은 강
화될 수 있다. Nemeth와 Rogers[21]는 이러한 확증 편
향이 잠재적인 위험이나 경고를 감안하지 않고 실망스러
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확증편향의 
강화는 이성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고 편협한 시각
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공적 업무를 진행에 있어, 제대로 된 문제파악을 통해 업
무효율과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점에
서 확증편향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확증편향의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공공 
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확증편향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은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적 정
보추구를 통해 확증편향을 강화함을 증명해왔다[15, 22]. 
이런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정과 신념에 반하는 
정보보다는, 지지하는 정보를 추구하여 인지 부조화 상황
을 탈피하고자 한다는 결과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Jonas 등[16] 은 이러한 확증편향적 정보추구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이들은 실험을 통하여, 피험자들의 신념을 ‘지지 
정보(supporting information)’ 와 ‘반대 정보(opp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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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를 ‘동시에 주었을 때(simultaneous 
condition)’ 와 ‘순차적으로 제공했을 때(sequential 
condition)’ 에 따라 확증편향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였다. 연구결과 확증 편향은 지지와 반대 각각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추구하는 확증편향의 경향
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지와 반대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
을 때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정보를 선택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선택권을 동시에 
주었을 때에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통해 결정을 
하지만, 순차적으로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는 자신의 신념
에 맞는 직관적 결정을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확
증편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다. 왜냐하면 ‘동시적 환경’ 과 ‘순차적 환경’에서 다른 선
택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확증편향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기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성과 평가에 있어 확증편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미디어
환경변화와 기관 실무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심지어 외
부 전문가 아웃 소싱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커뮤니
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증편향의 가능
성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연구가설은 공공 
또는 민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동시적, 비보조)과 공공, 민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선택을 하는 상황(순차적, 보조) 비교를 통해 다음의 연
구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민간 광고/PR에 비해 공공 광고/PR은 성
공적이지 않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가설 1: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 비보조 회상율은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 비보조 회상율 보
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 보조 회상율은 성
공한 공공 광고/PR 사례 보조 회상율 보다 
높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민간 광고/PR 대비 공공 광고/PR 성과 및 효과에 대

한 가설 검증을 위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최대인 1,300,000여
명의 조사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
여 국내 인구 52,000,000여명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인구 크기 비례 무
작위 확률표집(PPS sampling: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을 통해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은 연구 대상 1,0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Division No. %
Total 1,000 100.00

Gender Male 511 51.10
Female 489 48.90

Age

20th 184 18.40
30th 220 22.00
40th 246 24.60
50th 225 22.50

Over 60 125 12.50

Residence

Seoul 208 20.80
Incheon/Kyounggi 295 29.50
Busan/Kyoungnam 158 15.80
Daegu/Kyoungbuk 100 10.00

Daejeon/Chungchung 100 10.00
Gwangju/Jeonla 98 9.80
Kangwon/Jeju 41 4.10

Table 1. Demographic distribution of respondents

3.2 연구절차
연구 대상으로 설정된 일반국민 온라인 조사 패널은 

2019년 4월 마지막 주 1주일간 조사 회사의 웹 페이지
를 통해 먼저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와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를 각각 자유롭게 기술하는 비보조 회상율 
개방형 설문 문항(open-ended question)에 응답하였
다. 이후, 국내 민간 및 공공 광고/PR 전문기업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다단계 델파이 심층면접조사
(delph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 5개와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 5개를 선정하였다. 이후 이를 1000명의 참여자들
이 중복응답 가능 보조 회상율 폐쇄형 설문 문항
(close-ended question)에 응답하게 하였다. 

3.3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 ‘동시적 환경’ 을 제공할 비보조 회상율

(unaided recall), 즉 회상도의 경우, ‘성공한 민간 광고 
홍보 사례를 모두 적어주세요’와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를 모두 적어주세요’의 개방형 설문 문항에 대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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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기술하거나 공백으로 남긴 경우를 모두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한 경우 제대
로 된 기술과 잘못된 기술 그리고 막연히 “있다”는 기술 
등이 있었으나 연구의 목적이 편견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존 인식의 조사였기에 이러한 응답을 모두 1로 코딩하
여 측정하였다. 

‘순차적 환경’ 을 제공할 보조 회상율(aided recall)은, 
사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된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 5개와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 5개를 각각 선택
지로 제시하고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를 모두 선택
해주세요’와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일반국민 1,000명의 다중응
답을 1점에서 5점으로 각각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제시
된 민간 광고/PR 사례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갤럭시 노트, 삼성전자’, ‘그램 노트북, LG전자’, 
‘사람이 미래다, 두산그룹’, ‘기프트카 캠페인, 현대자동
차’ 였으며, 공공 광고/PR 사례는 ‘Passion Connected, 
평창동계올림픽’, ‘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으로 치료하세
요, 보건복지부’, ‘도로명 주소, 행정자치부’, ‘핑크리본 암
예방 캠페인,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
공사’ 였다.

3.4 분석 방법
비연속형 척도로 측정된 비보조 회상율과 보조 회상율의 

경우,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 프로그램으로 전자 계산된 t-검정 통계량(t-test 
statistics)과 산술평균값(arithmetic mean)을 민간 광
고/PR 대비 공공 광고/PR의 성과 폄하 왜곡 관련 가설 
검증과 해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비보조 회상율 관련 가설 검증 결과, 95% 신뢰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 비
보조 회상율이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 비보조 회상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가설 1은 기각되었다(t(998)=-6.05, 
p=.00). 분석결과 민간 광고/PR 성공 사례에 대한 비보
조 회상율은 37% 수준으로, 공공 광고/PR 성공 사례에 
대한 비보조 회상율 5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하지만 보조 회상율 관련 가설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민간 광고/PR 사례 보조 회상

율이 공공 광고/PR 사례 보조 회상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농은 것으로 나와(t(998)=-5.34, p=.00),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민간 광고/PR 성공 사례 보조 회상율은 평
균 2.12개로, 공공 광고/PR 성공 사례 보조 회상율 평균 
1.88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2 참조). 

종합하면 성공한 민간 광고/PR 사례와 공공 광고/PR 
사례 회상율 비교에서, 비보조회상률은 오히려 공공이 높
은 반면, 민간과 공공구분 설명이 된 후의 보조 회상률에
서는 민간 광고/PR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설 검증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물론 가능하겠
지만, 비보조 회상율에서는 공공 광고/PR 이 높은 반면 
보조 회상율에서는 공공 광고/PR 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
으로 미루어 공공 광고/PR에 대한 외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공공 광고/PR 성공 사례에 대
해 내적 기억·회상 관련 비보조 회상율은 높았으나 외적 
선택·재인 관련 보조 회상율은 낮은, 즉 성공한 것으로 
기억은 되나 성공한 것으로 선택은 되지 않는 전형적인 
부정적 확증편향 경향과 성과 폄하 가능성을 동시에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Division Private Public

Unaided

mean .37 .51

t=-6.05
p=.00

S.D. .48 .50

No. of 
Respondents 1,000 1,000

Aided

mean 2.12 1.88

t=5.34
p=.00

S.D. 1.08 .90

No. of 
Respondents 1,000 1,000

Table 2. Comparison of unaided vs. aided recalls of 
successful private & public AD/PR cases

5. 결론 및 논의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민간 광
고/PR 대비 공공 광고/PR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는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공한 공공 광고/PR 사례에 비보조 회상률이 민간에 비
해 높았으나, 보조 회상률이 낮게 나온 것은 공공 부분에 
대한 부정적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 광고/PR에 대한 편향적 시각은 한 순간
에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결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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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이는 내외부적으로 정책, 시스템, 전문성 등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
찰적 반성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첫째, 정부/공공이 집행하는 캠페인이라서 무조건 싫
어한다면 발전이 없다. 과거 정부주도 일 방향 사회에서
의 공공혐오가 가학증상이라면, 현재 민관협력 양방향 사
회에서의 공공혐오는 자학증상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이
기에 함께 고민해야 하고 공공이기에 함께 아파해야 한
다. 둘째, 무작정 광고/PR 탓만 해서도 발전은 없다. 고
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Don't kill the messenger"라는 
격언은 현대 민간 및 공공 광고/PR 실무에서 여전히 적
용되고 있는 불문율이다. 잘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면, 잘잘못을 가려 스스로 개선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광고/PR 외주(Outsourcing)
의 증가는 광고/PR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매체의 경우 연간 노출은 미미해도 반복 누적 노출은 민
간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광고/PR 탓만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보고 있으면 국민을 제품이 좋
지 않아도 광고/PR만 좋으면 구매하는 바보로 간주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도 문제의 답
도 내부에 있기 마련이다. 셋째, 공공 광고/PR 외주 전문
가를 대행 업자나 업체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한 발전은 
없다.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역사적으로 차별과 학대를 
동반해왔다는 사실에 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라도 공공 
광고/PR을 경험하며 답답함과 무례함을 호소하는 경우
가 많은데, 매에는 장사가 없었던 모양새이다. 넷째, 연구
가 부족해도 발전이 없다. 공공 광고/PR의 성과와 효과
가 없다고들 하니, 그 성과와 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 또
한 드물다. 편견이 낙인과 부정의 강화를 통해 또 다른 
편견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공공 광고
/PR 성과에 다각적인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 광고/PR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수렴이 필요하
다. 첫째, 비록 편견일지라도 공공 부문은 왜 재미없고 따
분하다 일컬어지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물론, 공공재의 특성
인 비경합성(Non-Rival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으로 인해 재미 요소가 반감될 수 있고 공공의 목적이 표
피적인 재미의 추구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경직된 조직
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학습되고, 전례가 없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토양이 조장된다면 기상
천외한 아이디어는 결국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공공 광고/PR이 공공 소통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도 반성해봐야 한다. 공공 광고/PR 실행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개 예산 부족으로 해야 하는 소통보다 할 수 있는 

소통을, 간혹 예산이 많아져도 해야 하는 소통보다 하고 
싶은 소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5년 단임 대통령제도
와 2년 임기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의 엄폐 하에 그 잘못
이 다만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셋째, 공공 광고/PR
의 전문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광고/PR 경력이 
공공 광고/PR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학술적 광고/PR 
이력이 공공 광고/PR 성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연
구의 한계도 반성해봐야 한다. 본 연구가 비록 일반 공중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공공 광고/PR에 대해 한정
시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광고/PR 사례에 대한 성공여부가 다양한 요인
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회상율로 단순화하
고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광고/PR 커
뮤니케이션의 성공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
어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관련 분
야 연구가 누적되고 확대 되어 학문과 실무 발전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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