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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정치캠페인에서 선거운동전략은 어느 정치후보가 더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선거광고홍보를 치려 당
선의 승패가 달려 있다. 특히 정치광고홍보는 한 줄의 카피(슬로건)와 한 컷의 이미지를 통해 유권자 감성을 휘어잡
는 수단이기에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는 2010~2012년 기간 동안 치러졌던 4차례(2010. 6․2지방
선거, 2011. 10․26 보궐선거, 2012. 4․11 총선, 2012. 12․19 대선)각 선거단위에서에 이색적인 크리에에티브한 정치캠페
인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거 기간 동안 선거캠페인에 사용했던 동영상, 인터넷,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운동활동 등을 대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탐색분석 하였다. 이색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정치캠페인은 유
권자들의 성별, 연령층, 사회적 분위기 등 지지성향에 맞추려는 맞춤형 마이크로 타깃팅 선거 전략의 트렌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거 전략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제어 : 정치캠페인, 선거공고물, 유권자, 후보자, 슬로건‧캐치프레이즈
Abstract  Outcome of election depends on which candidate of politics uses more original and creative idea for 
Ads and PR of election in election campaign strategy of political campaign. Especially, since political Ads and 
PR are the ways of capturing voters' sensitivities with one line of copy(slogan) and one image, Ads and PR 
are very important. This research analyzes unique and creative trend of political campaigns which are used in 
each unit election which is held four times(2010. 6․2 local election, 2011. 10․26 by-election, 2012. 4․11 general 
election, 2012. 12․19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2010~2012. For analysis, search analysis of text and image 
used in video, internet, booklet type of Ads and PR material for election, and election campaign. Video is used 
in election campaign during election period. Unique and creative political campaign is customized 
micro-marketing election strategy trend which tries to fit for tendency of backing including gender, age group, 
social atmosphere, etc. This research excludes the degree of success of this election strategy from subject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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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배경

선거(選擧)는 이 공직자나 표자를 선출하는 의

사 결정 차이다. 정치캠페인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와

의 성향, 가치 , 역량 등을 단하게 된다. 후보자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해선 유권자들에게 타 후보보다 자

신을 더 잘 홍보하는 차별화된 선거캠페인 략이 있어

야 한다. 유권자들이 어떠한 면을 보고 후보자를 결정하

는지 결정요인을 잘 악하여 그에 맞는 응을 하는 것

은 요하다. 그 기에 많은 후보자들은 정치캠페인 

략을 통하여 자신의 이력과 능력,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보다 효율 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략이 정치

커뮤니 이션의 한 방법이자 필요한 수단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라스웰(Lasswell)은 ‘정치 목표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커뮤니 이션’의 요성에 하여 의 

정치는 커뮤니 이션과 불가분의 계에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 이션의 수단으로써 정치 

고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략  수단

이며, 후보자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하여 유권자들로 하

여  호의 인 이미지를 갖게 하여 정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선거의 궁극 인 목 인 정치권력 획득의 한 방

법이라고 하 다[26]. 오늘날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도 

하나의 상품’ 이라는 인식으로 보다 과학 인 선거 운동

과 정치 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선거 운동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색 인 튀는 정치캠페인 략으로 보다 

친근하고 망가지는 이미지로 유권자에게 근하려는 기

법이다. 소  하나의 기사, 화제 거리, 사회  이슈를 만

들어 언론이나 유권자의 호응을 기 하는 일종의 스캔

들(scandal), 즉 노이즈 기법 PR 략이다[22]. 최근 정치

캠페인의 고홍보트 드는 선거에 심이 없는 은층

과 나이든 층까지도 많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 

략을 개하고 있다. 이런 선거 략은 시  흐름에 

따라 기본 상매체, 인터넷, SNS 등의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선거홍보가 많아지면서 네티즌, 유권자들의 정

치 인 면에서 자발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정치 고커뮤니 이션의 넓은 가능성을 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권자가 정치후보자를 선택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색 인 크리에

이티  정치 고홍보 략이다. 이 략이 바로 메시지

와 이미지로 공포·신화·이데올로기‧ 심·문화 등 실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

년 6월 2일 지자체 지방선거, 2011년 10월 26일 국 42

개 지역 보궐선거와 2012 4월 11일 제 19  국회의원선

거,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제 18  통령 선거홍보

물을 심으로 사회  분 기나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이

색  크리에이티 한 선거캠페인 략의 트 드를 사용

했는가에 을 두고 조사했다. 여기에는 정치 고홍

보에 있어서 한 의 카피와 튀는 한 컷의 이미지를 통

해 유권자 감성을 휘어잡는 선거 략 수단이기에 그 

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21]. 이런 카피와 튀는 기법과 

망가진 이색 인 크리에이티 한 정치 고홍보의 트

드가 성공 으로 치러졌는가를 측하여 이를 정치발

에 기여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각 후보와 캠  선거캠페

인 략의 탐색  조사의 한 방법인 자료 사례조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특성은 선행연구와 이론  논의는 바

로 본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자료선정에는 정해진 규칙

은 없지만 자료수집 기간 2010~2012년 간 치러진 4번의 

각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 홍보자료(인터넷, 방송, 책자

형 선거공보, 거리운동원 활동 등)등을 수집하여 분석 

했다.

2. 이색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선거광고

홍보 전략

2.1 튀는 이색적인 광고홍보 전략

제 19  국회의원 선거는 이색 인 고홍보고물이 

많았다. 근엄함을 버리고 기발함을 더한 격 인 홍보 

상 속에는 튀어서라도 표를 얻겠다는 박함도 담겨

져 있다. 즉 “튀어야 이긴다는 홍보 으로 후끈했다.” 통

합진보당은 변신은 격 이다. <그림 1> 은 이정희 

표와 강기갑 의원이, 각각 여고생과 화 속 해 으로 

분장해 웃음을 선사했다. 통합진보당 당 지도부와 주요 

총선 후보들이 ‘망가진’ 콘셉트의 TV 고를 만들어 

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은 TV 고 컨셉을 ‘웃음’으로 

설정, 보는 이들에게 밝고 경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유시

민 공동 표가 화 ‘찰리와 콜릿 공장’의 배우 조니 

뎁을 연상  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했고, 노회찬 후보

(서울 노원병)는 엘비스 슬리로 변신했다. 천호선 

후보(서울 은평을)는 ‘허리 인 블루’를 떠올리게 하는 



An analysis of creative trend of election Ads and PR strategy which appears in recent political campaig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67

록스타로 분장했다. 천호선 후보는 보라색 폭탄머리가 

인상 인 락커로 변신했다. 서기호  사는 법복을 입

고 5 5 가르마의 스러운 헤어스타일에 목에 큰 리본

을 달아 웃음을 자아낸 고이다. 이런 연출을 자신의 

트 터에 진보당 비례 표 후보와 은 촬  장 사진

을 올렸다. 강기갑 후보(경남 사천)는 트 이드마크인 

한복을 벗고 화 ‘캐리비안의 해 ’의 의상을 입었다.

[Fig. 1] Unified Progressive Party, Crushed TV 
ommercials concept with perkyper 
formance twitter 'LOL'…without taking 
prudent attitude in 'populace' agree in 
tone [15][16] [18] [19]

그리고 이정희 공동 표는 여고생처럼 차려 입었고, 

심상정 후보(경기 고양 덕양갑)는 머리에 왕리본을 달았

다. 특히 이정희 공동 표는 교복을 입고 양갈래로 머리

를 땋은 여고생으로 변신했고 심상정 공동 표는 머리

에 큰 리본을 달고 ‘백설공주’ 드 스를 입었다. 유시민 

공동 표는 화 ‘찰리와 콜릿 공장’에 나온 조니뎁을 

떠오르게하는 ‘뚜껑머리’ 가발을 쓰고 어깨가 한껏 부풀

려진 자켓도 입었다. 지역구 후보들도 나섰다. 합진보당

은 방 된 ‘이정희의 물’ 편 CF를 통해 야권연  성사

와 서민정치를 한 진심을 히 호소했다. 진보진

의 이 같은 변화는 그간 진보가 지녔던 ‘무거움’ ‘진지함’

을 버리고 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진화하기 한 노

력이었다. 일반 들이 진보진 에 갖고 있던 정  

패권주의, 이념  극단주의, 계도주의, 강한 투쟁성 등의 

편견을 거둬내기 한 몸부림의 산물이었다. 과거 1980

년  운동권의 편향성과 말투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다. 

방향 소통을 시하는 ‘2.0세 ’가 주도하는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SNS)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진보진  

내부에서도 사용자 참여 심의 방향 커뮤니 이션을 

지향해야한다는 진보의 성 담론이 확산된 것이다. 

그간의 낡고 편향된 이념성을 벗어버리고 들과 호

흡한 한국 진보진 이 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며 새로운 체제 변 을 이끌 수 있는 고홍보 기법

이었다. 

다음 [Fig. 2]은 새 리당이 TV 개그 코 를 흉내낸 

인터넷 홍보 동 상에서 이 석 비 원과 역 역

의원들이 유치원생 모자를 쓰고 나와 선거철에만 겸손

해지는 의원들의 태도를 풍자해 내었다. 이 석/새 리

당 비 원 : 의원님. 지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구상찬/새 리당 의원 : 아! 안녕하십니까?

[Fig. 2] Members of Saeunri Party mimicked the 
TV comedy Corner on Internet Promotional 
Video [14][18]

어린애 같은 표정으로 '욕먹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란 카피와 이미지가 풍자스럽다.

다음 [Fig. 3] 은 자유선진당과 민주통합당의 고홍

보으로 민주통합당은 은 층의 UCC를 방불  하는 인

터넷 홍보 동 상을 제작했다. 동문서답하는 두 명의 

은이를 내세워 국민들과의 소통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자유선진당 4.11 비례 표 방송 고에선 심

평 표 등 진 3명이 잖은 충청도 이미지를 과감

히 버렸다. 거  정당을 빗  음식 재료를 칼로 썰며 지

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은 층의 UCC

를 방불  하는 인터넷 홍보 동 상을 제작했다. 동문서

답하는 두 명의 은이를 내세워 국민들과의 소통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

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 특히 은 층의 표심을 사로

잡기 한 여야 정당들의 고홍보의 정치캠페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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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었다. 

[Fig. 3] Unique way to behave Ads & PR election 
campaign for Liberty Forward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17][18]

[Fig. 4] Members of Saeunri Party wore 'Red 
Bird Mask', Funny way to behave Ads 
& PR election campaign[16][20]

다음 [Fig. 4]은 새 리당 고홍보 특징으로 새 리

당은 진의원들의 이색 인 모습을 담은 동 상을 제

작해 변화의 의지를 표 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심

이란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는 동 상에 담아 활용하

다. 새 리당 표까지 지낸 4선의 홍 표 의원이 당 홍

보를 해 몸을 던졌다. 분장은 스마트폰 게임에 등장하

는 새, 앵그리버드를 본딴 일명 ‘홍그리버드’로 변신했

다. 우스꽝스러운 썹과 부리를 달고, 새 머리를 러쓴 

채 볼에 빨간 연지도 붙 다. 제작진의 짓궂은 요구에 

당황해 하다가도 이내 순순히 응하고 하 다. 당시 홍

표 의원은 “내가 이 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반문하기

도 했다. 새 리당은 이번 상물 제작이 당의 변화 의

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은 층에게도 다가가기 한 

시도라고 했다. 조동원, 새 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딱

딱하고 권 주의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 앞에 

엎드려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국민들

은 변화하는 것이라는 기획 의도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고 상도 방송을 타

기 시작했다. 새 리당은 이번 고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통해 희망과 따뜻함을 강조

했다.  지역구 후보들이 최근 당에서 발표한 ‘가족행복 

5  약속’을 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새 리당은 재미있는 리

듬과 노랫말의 선거 로고송과 응원가도 공개하는 등 유

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한 바쁜 걸음을 시작했다. 

2.2 신화와 이데올로기적 선거전략 유형

[Fig. 5] Park Geun-hye, Candidate "What about 
Daejeon?, Moon Jae-In, candidate 
"strong security from Army Sergeant" 
(bottom)[10][11]

제 18  통령 선거에서 새 리당 박근혜 후보는 슬

로건을 ‘ 비된 여성 통령’, ‘첫 번째 여성 통령’을 캐

치 이즈(catchphase)를 내세웠다. 민주당 문재인 후

보는 ‘사람이 먼 다’라는 캐치 이즈(catchphase)로 

이념보다, 권력보다, 돋보다, 학력보다, 지 보다, 성공보

다, 집안보다, 아 트보다, 자동차보다, 명함보다, 승리보

다, 명 보다. 상당히 내포  의미(connotation)가 있지

만,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슬로건이었다. 이는 

캐치 이즈(catchphase)의 조건인 간결, 단순, 함축, 

신뢰, 혜택에서 벗어난 슬로건이다❲24❳. 다음 [Fig. 5]

에서와 같이 안보를 시한 두 후보 모두 군(軍)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 사진이다. 박근혜 후보는 군복장에 헌병 

완장을 차고 안경으로 방을 측한 모습과 함께, ‘

방은 ?’카피었다. 문재인 후보는 특 사 병사들과 얼굴

에 장하고 같이한 이미지 모습에 ‘육군 병장 출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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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튼튼한 안보, 안심하고 보내는 군 ’란 가피다. 박

근혜 후보의 군복 입은 기표(signifer)는 ‘안보’와 ‘100% 

국민 통합과 국민행복시  보장’이란 다의  기의

(signified)로 해석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병사들과 함

께한 모습의 기표로 ‘정 강군 건설’, ‘사병복지 향상과 

제 군인 지원’, ‘6자 회담재개와 북핵 평화  해결’ 등을 

보장한다는 이데올로기  신화를 담고 있다❲24❳. 이

는 군인들의 표와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의 표를 의식

하고 있다. 

2.3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선거공고물과 

은유와 환유적인 표현기법 

[Fig.6] Policy Ads & PR Publication for 
Democratic United Party(left) [13] and 
Election Publicity Booklet-Type for 
General Public Central Party(right) [12] 

다음 [Fig. 6]은 제 19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선거공보물에서 민주통합당 선거공보물이 특이하게 보

다. 선거공보물은 지 고물에  상단에 원을 도려

낸 이미지에 카피는 ‘MB정권 4년간 텅 비어버린 국민의 

마음 가채워  수 있겠습니까?’라는 슬로건으로 당을 

상징한 바탕색, 이미지와 슬로건을 같이하여 가장 에 

끌리도록 이아웃 하는 기발한 크리에이티 한 선거공

보물이다❲24❳. 한편 국민 심당의 선거공보물

은 리 렛형식으로 첫 면은 손의 이미지에 ‘국민의 손이 

되어 구석구석 어루만지겠습니다’라는 캐치 이즈

(catchphase)에 얼굴, 머리, 생식기, 장, 신장, 기력회

복, 목감기, , 종아리, 방 , 멀미 등 11개 장기명칭과 

마지막 표지는 발의 이미지에 ‛국민의 건강한 발이 되어 

방방곡곡 뛰어다니겠습니다’라는 캐치 이즈(catchphase)

에 머리, 목 등 13개 장기 명칭 표기가 은유(metaphor)와 

환유(metronym) 으로 정확히 어떤 정책과 공약을 의

미한지 혼란이 온다. 기발한 아이디어 이지만 정책 제안 

등에서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 

2.4 신들러스트와 모노톤 광기기법 활용

[Fig. 7] Advertising techniques of a monotone, 
Candidate for Mayor of Seoul, 
Sang-Wook Ji(left)[7]and Sae-Hoon 
Oh(right)[6]

다음 [Fig. 7] 의 왼쪽은 서울시장 지방 선거의 지상

욱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텍스트 체가 가로세로형에 

인물사진을 부각 시키는 쉰들러리스트(Schindler's 

List)‧모노톤(Monotone)의 기법으로 처리하 다. 

선거공보물의 텍스트 구성에서 지상욱 후보는 잘 알

려지지 않는 후보자 사용하는 성명․당명․경력 형을 

사용하 으며, 오세훈 후보는 이미 잘 알려진 직 후보

(incumbent)로 성명․당명형을 사용하 다[24]. 오세훈 

후보는 직이란 이 을 최 한 이용하기 해 서울시

장으로서 막장의 장에서 ‘일잘 하는 은 시장’ 란 캐

치 이즈(catchphase)로 선거공고물 첫 장을 처리하

다. 

2.5 그림형식의 타이포그래피 형식과 문자를 

도형화하는 레터링 기법

다음 [Fig. 8]은 선거공보물에서 각 후보들의 슬로건 

등을 손 씨나 활자-사진 등이 그래픽 형식, 수서문자 

등 묘사하는 그림형식의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의 

형태의 고가 통  념에서 벗어난 표 수단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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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24]. 고에서 문자를 도형화하는 것을 터링

아라고 한다.

손 씨는 문자나 열이 주는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에

서 벗어나 훨씬 친근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해 사용된다[27]. 문자는 이미지와 궁극 인 목 과 

일치했을 때 생동감을 주고 달의 속도가 빨라 효력이 

강해진다[26]. 선거홍보물에 있어서 서체는 유권자의 가

독성에 높이는 맞춰야 한다[24]. 한편 선거홍보물에서 

내재된 심층  의미로 이데올로기  기능과 내용을 밝

 볼 필요가 있다[28]. 이는 사회심리학  측면에 한 

이론이다.

[Fig. 8] Pictorial typography in the form of 
advertising techniques [2] [5] [9]

다음 [Fig. 8]에서 서울특별시장 한명숙 후보는 최근 

쟁 이 된 서울시 학교 식의 이미지 그림에 ‘사람특별

시’, 손 씨의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와 김문수 후

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박원순 후보는 ‘서울’ ‘희

망’등 캐치 이즈(catchphase)의 슬로건 등은 이데올

로기  신화를 내포하고 있다. 한 서울특별시장 무소

속 박원순 후보가 캐주얼한 복장으로 한복을 입은 노인

과 화하는 모습의 외견  특성의 외연  의미

(denotation)를 지니고 있다. 이는 시민의 공간에서 어르

신과 소탈한 소통의 화로 내연 인 함축의미

(connotation)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소통의 정치와 탈

권 주의로 신화  이데올로기 이다. 이런 이미지들과 

함께 ‘가족이 행복한 생활특별시’와 ‘시민 편에 서는 첫 

시장이 되겠습니다!’ 등의 캐치 이즈(catchphase)의 

슬로건은 유권자에게 다양한 의미를 암시한 내포  의

미(connotation)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치 고 언어  

메시지 텍스트의 심층의미에서 ‘시민 편에 서는 첫 시장

이 되겠습니다’란 언어  메시는 표면  기능 지시  단

언이며, 표면  부언이다. 그리고 실제  표 에서는 지

시 으로 단언과 시 인 부언에 해당된다[24]. 한 오

른쪽 [Fig. 8]은 에서 서울의 시각  터링 씨와 웃고 

있는 박원순의 이미지는 자의 인(arbitrariness) 다양한 

의미(polysemy)를 부여 할 수 있다[24]. 서울이란 시각

 표 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의미하고 있다. 그 안의 서울특별시청에서 시민

을 한 시정의 책임과 시민과 화합 소탈한 소통의 신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다.

2.6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과 팝콘유형

다음 [Fig. 9]는 경기도지사 유시민 후보 인물사진과 

박원순 후보의 얼굴을 일러스트 이션으로 표 했다. 

슬로건에서 유시민 후보는 ‘함께 꾸는 꿈이 경기도를 바

꿉니다’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는 우리는 ‘그의 얼

굴에서 ‘서울(Seoul)’의 ‘희망(Hope)을 발견합니다’란 슬

로건이었다. 이런 슬로건의 트 드도 시 정신과 정치 

환경에 부합한 ‘함께’와 ‘희망’으로 슬로건에 쓰인 키워

드 순  범주 내 있다[24]. 그리고 박원순 후보의 얼굴에 

문 자로 ‘Seoul’ 과 ‘Hope’의 터링은 문자와 이미지 

사진을 병행한 도형  표  기법으로 유권자에게 흥미

와 친근함을 주기 하여 ‘팝콘’이 제시했던  하나의 선

거공보물이다. 

[Fig. 9] llustrations in the form of advertising 
techniques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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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 리당 박근혜  표의 경선캠 는 선에 

사용할 로고와 슬로건으로 박근혜 한  성이 들어간 

로고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한  성 ‘ㅂㄱㅎ’과 

행복과 소통이모티콘 심벌을 만들어 부정 ․부패․척결, 

미래․희망 캐치 이즈(catchphase)로 일자리 ․한국

형 복지 등 3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선 출마 첫마디

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새 리당 

선 후보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박근혜가 바

꾸네’를 네티즌들은 ‘박근혜가 발끈해’로 유

(appropriation)하여 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민

주당 손학규 후보의 캐치 이즈(catchphase)의 슬로

건은 ‘ 녁이 있는 삶’, 문재인 ‘창조  성장’, 손학규 ‘맘

(Mom) 편한 세상’, 김두  ‘민생 올인’ 장 행보 키워드

로 하고 있다. 한 정세균 후보는 ‘빛 없는 사회’에서 

‘내일이 기다려진다’ 등은 PI(Presidential Identity)의 정

체성을 잘 표 하고 있다.

2.7 특수기호 이용한 선거공보물의 제작기법

아래 [Fig. 10] 와 같이 특수기호( ,♡)를 이용한 책자

형 선거공보물의 제작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법은 시․군 지자체  의원 단  선거에서 활발히 사

용되는 추세이다. 서울특별시장 노회찬 후보는 선거공

고물의 빨강 바탕에 청바지와 와이셔츠 복장은 은 층

과 진보 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후보 ‘ 한

민국을 바꿀에 ’와 진구청장 김기동 후보 ‘구민과 잘

에 ’과 서울시 교육감 남승희 후보 ‘엄마표 교육감 ♡’

의 사랑의 상징과 함께 승리를 상징한 V자형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등은 후보들의 슬로건 공약을 강조하

고 있는 색 인 선거공보물의 시각  표 이다.

[Fig. 10] Using Special symbols ( ,♡) in the  
Booklet-type election publication 
[1][4][8] 

2.8 선거운동원들의 이색적인 선거퍼포먼스 

다음 [Fig. 11]과 같이 틈새시장을 상으로 한 이색

인 선거운동원들의 선거활동이 있다[23].

이는 차별화 선거 략  새로운 유권자들이 욕구에 

가장 근 하게 다가가서 무 심으로 일 한 유권자들에

게 커다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사례들이다. 를 들어 

‘환경보호를 이용한 략’, ‘생활체육을 이용한 선거

략’, ‘ 상을 이용한 선거 략’, ‘통신수단을 이용한 선거

략’, ‘공연을 이용한 선거 략’, ‘기동력을 이용한 선거

략’, ‘컴퓨터나 SNS를 활용한 선거 략’, ‘로고송을 이

용한 선거 략’, ‘후보가족을 이용한 선거 략’, ‘게릴라

식 연설을 이용한 선거 략,’ ‘구호를 이용한 선거 략’ 

등은 앞으로 새로운 선거 략의 한 부분이다.

5. 결론

[Fig. 11] Unique way to behave Ads & PR 
election campaign assistant [25]

본 논문에서는 2010 ～ 2012년간에 치러진 4 차례 정

치캠페인의 각 단  선거에서 방송, 인터넷, 책자형 선거

공보물, 선거운동원 선거활동 , 슬로건, 사진‧그림의 

이미지형태와 표  분 기로 후보자의 사용방식에 따라 

분류 조사하 다. 조사 분석에서 이색 인 크리에이티

한 정치캠페인 략은 ‘튀어야 이긴다’는 선거 고홍

보 술들을 펼치었다. 략들의 유형은 첫째, 유권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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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에 맞춘 략으로 후보자들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튀는 이색 인 고홍보 략이다. 를 들어, 

통합진보당은 분장한 ‘웃음편’, 새 리당은 ‘TV 개그 코

 흉내 낸 풍자형 동 상’과 ‘홍그리버드’ 변신, 자유선

진당은 잖은 충청도 이미지를 과감히 버리고, 거  정

당을 빗  음식 재료를 칼로 썰며 지지를 호소한 ‘식당 

요리원 변장’, 민주통합당은 국민들과 소통을 강조하고 

특히 은 층의 유권자를 겨냥한 ‘UCC 인터넷 동 상’

등 유형이다. 둘째, 선에서는 신화와 이데올로기  선

거 략 유형이다. 를 들어, 새 리당 박근혜 후보는 

‘군인복장에 방감시 이미지와 방은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군인복장에 장하며 병사와 화’ 등은 

은 층, 유권자의 감정과 문화가치의 상호과정에 의해 

의미가 창출되고 지지하는 신화(myth)와 모든 유권자에

게 유포되는 지배 이데올로기(ideology)를 만들었다. 셋

째, 창의 인 크리에이티 한 선거공고물과 은유와 환

유 인 표 기법제작이다. 를 들어, 민주통합당은 당

의 색깔인 노랑 바탕에 집권당 MB정권을 비 하는 형

태로 홍보물을 상단 앙을 오려낸 공간처리에 ‘텅빈’ 이

미지 시각과 함께 ‘MB정권 4년간 텅 비어버린 국민의 

마음 가 채워  수 있겠습니까?’란 캐치 이즈

(catchphase)와 잘 어울리는 홍보물 략이다. 그리고 

국민 심당은 ‘손과 발’에 은유 이고 환유 인 정책 공

약으로  이해가 어렵지만 나름 로 창의 인 기

법이다. 넷째 신들러스트와 모노톤 기기법활용이다. 

이는 검정색 바탕에 강조부분을 두각 시키려는 기법이

다. 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지상욱 후보의 선거공고물

은 검정색 바탕에 후보자 성명인 ‘지상욱’을 하얀 세로 

씨체로 후보를 유권자에게 인식시키려는 략이다. 

오세훈 후보는 역시 검정색 바탕에 직 시장이란 장

을 최 한 이용하고 음 강조하는 략이다. 를 들어, 

오세훈 후보는 ‘일 잘 하는 은 시장’란 가로 씨체의 

선거공고물 기법이다. 다섯째, 그림형식의 타이포그래피 

형식과 문자를 도형화하는 터링 기법이다. 를 들어 

한명숙 후보는 '사람서울특별시'란 타이포그래픽 형식

의 손 씨 형태이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서울의 

씨를 ‘산과 한강’으로 도형화 한 선거공보물기법이다. 여

섯째, 일러스트 이션 표 과 팝콘유형이다. 를 들어, 

유시민 후보는 모든 얼굴을 일러스트 이트화 하 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얼굴에 ‘Seoul’과 ‘Hope’을 도형화 

한 ‘팝콘’ 유형이다. 일곱째, 특수기호 사용이다. 를 들

어, 강조하고 싶은 슬로건에 특수기호( , ♡) 사용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원을 활용한 이색 인 선거운동 퍼

포먼스이다. 이와 같이 인쇄 정치 고홍보공보물은 이

색 인 디자인 정치캠페인 략 으로 시 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고홍보물을 심으로 사회  분 기나 상황에 따라 어

떠한 디자인 요소가 선거 략에 활용되었는지를 조사

하 다. 한 후보자의 이미지 형태와 비언어  측면의 

기능의 종류별 쓰임을 연구하 다. 본 연구는 각 단 선

거에서의 후보자 이미지 결정 요인에 향을 미치는 PR 

커뮤니 이션에서 이색 인 크리에이티 한 정치캠페

인의 선거 략이 얼마나 향을 미치고 성공 으로 당

선되었는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의 연구의 

상이다. 정책제언은 캐치 이즈(catchphase) 와 슬로

건, 표어의 치와 주요기능, 사용횟수, 문장  특징, 주

요용도, 개념을 용할 것과 후보자와 선거캠 에서 홍

보마인드, 미디어트 이닝 같은 문성이 요구된다. 따

라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유권자들은 스스로 원하는 정

보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만큼 정치인들과의 소

통 한 양방향성으로 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방향 역

시 일방 인 커뮤니 이션이 아닌, 유권자의 의견을 받

아들이고, 홍보물을 한 후에도 유권자 스스로가 후보

자의 정보를 찾아볼 만큼의 고효과를 발휘하도록 계

속해서 발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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