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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8년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
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건‧안전 등 헬스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부 
광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
내‧외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를 분석하였고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헬스컴 관련 정부 광고
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10명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하는 디지털 테크놀
로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헬스 캠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 타깃의 선정이 중요하
며, 예산에 따른 캠페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양질의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보건‧안전 
등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이론적‧실무적으로 제시하
는 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헬스 캠페인∣정부 광고∣미디어 테크놀로지∣심층 면접∣해외 광고∣
Abstract

As laws regarding the execution of governmental and public corporate advertising have been enforced 
since 2018, the need for the increase in effectiveness and public benefits of governmental advertising 
has been suggested.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overnment's health campaigns regarding 
well-being, hygiene, and safety and thus conducts an in-depth research into strategies and the future 
course of policies. First, it analyzes domestic/international governmental advertising in the realm of 
health campaigns and specifically studies governmental advertising that employs media technologies in 
health communications. Furthermore,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10 health campaign experts, the 
study explores possible plans of utilizing the ever-developing field of digital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it is imperative to target and strategize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health 
campaigns. It is also important to set the appropriate parameters of the campaigns according to the 
given budget while secur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reativity. Also, it will be crucial to utilize media 
technology to the fullest extent and strategize around it.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strategic plan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al 
advertising in the realm of well-being, hygiene, and safety in health campaigns.

■ keyword :∣Health Campaign∣Governmental Advertising∣Media Technology∣In-depth Interview∣
               International Advertising∣

    
접수일자 : 2019년 06월 26일
수정일자 : 2019년 08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9월 03일 
교신저자 : 차영란, e-mail : yrcha@suwon.ac.kr



헬스 캠페인 관련 국내외 정부 광고 및 미디어 테크놀로지 활용 전략 291

I. 서 론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은 정부
와 국민, 기업과 소비자, 개인 간의 혁신적인 소통방식
을 통해 사회 많은 부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매년 
빠른 속도로 트렌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질병 예방, 건강유지 및 커뮤니
케이션 사이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는 건강에 관한 커뮤니케
이션 과정의 학문적 접근을 의미하며 건강, 보건, 안전
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으로 국내 학계의 연구는 오래전
부터 이어져 왔다. 또한, 정부는 건강, 보건,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책을 전달하고자 공공분야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에 나서고 있다
[1].  

이러한 정부 광고를 통한 건강, 보건, 안전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관련 정
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커뮤니케
이션하는지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연구주제
이다. 그러므로 헬스 관련 이슈나 정책에서 미디어의 
효과이론이 적용되므로 정부 광고매체를 먼저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정부 광고는 특색이 없는 활용 패턴과 단순한 
홍보, 정보전달로 헬스 캠페인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
타내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공중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광고에 대한 지지를 얻으며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상호 교류 적
이고 쌍방향적인 정부 광고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모바일, SNS 등 뉴미디
어 출현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중매체 활용 광고환경으
로 정부 광고의 성공 여부가 정책 실현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광고 기능이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지방 자
치 제도의 시행을 통해 지역 언론의 광고활동이 활발해
졌으며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중매체
를 활용한 광고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 보
건, 안전과 관련된 미디어 수용자 연구와 뉴테크놀로지
를 중심으로 한 활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헬스에 관한 정부 광고는 21세기에 부각 되는 뉴테크
놀로지를 중심으로 건강·보건 영역에 활용 가능성을 논
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의 건강 관
련 자료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높
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정부 광고는 다소 복잡한 구
조 및 절차에 의해서 광고 표현전략과 크리에이티브 방
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정부 광고와 공익
광고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는 많지만, 정부 광고와 헬
스컴을 연계시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헬스 캠페인에 대한 해외
의 정부 광고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정부 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정
부 광고 중에서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의 정부 광고는 우리
나라의 체계와 차이가 있으며 공기업의 개념이 다르므
로 건강, 보건, 안전 관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 광고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록 
정치, 문화, 사회 특성이 다르고 미디어 환경에서 차이
가 있지만, 해외의 정부 광고 현황 및 운영체계 파악을 
통해 국내의 정부 광고 체계의 배경과 환경에 적합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신유형 미디어 
시대의 정책 홍보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정부 광고의 헬스 캠페
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정부 광
고에 관해서 전문가 10명과 PEST 기법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거시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즉 정부 광고의 외부환경 분석하여 정
치적(P:Political), 경제적 (E:Economic), 사회적(S : 
Social), 기술적(T:Technological) 환경 요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전략
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SWOT 분석 즉 강점
(S:Strength), 약점(W :Weakness), 기회(O 
:Opportunity), 위협(T :Threat) 등을 통하여 정부 광
고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활성화 전략의 이론적 및 실제
적인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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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부 광고
『 정부 광고법 제2조(정의) 제3호 』에 따르면 정부광

고란 정부 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 기관 등“ 이
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 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라 한다[2]. 

즉,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및 
일부 특별법인에서 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
해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 유료로 전달하
는 일체의 광고라고 할 수 있다[3].

또한, 정부 광고에서 공공커뮤니케이션은 사회질서 
유지, 계몽수단, 사회적 손실방지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국민이 받는 영향은 
상업적 광고로 이윤을 내는 일반 상업 광고와 다른 점
으로 역할을 한다[4].

정부 광고의 유형은 공시, 공고, 안내, 입찰 등 법적인 
행정 광고(법정 광고), 상품판매 촉진을 위한 시책 홍보 
광고,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밝히거나 제시하는 의견 
광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쟁점 광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 봉사 
광고(공익광고), 정부 투자기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상품 및 서비스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3].

표 1. 정부 광고의 분류[2]

정부 광고매체도 일반 광고매체처럼 전파 매체, 인쇄 
매체, 옥외매체, 뉴미디어 매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5]. 우리나라 정책광고는 정부, 기관의 브랜드 관련 메
시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의 행사와 국
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전달만이 한정된 주제로 활용되
고 있다[4]. 

또한, 국내 정부 광고 대행제도는 광고주인 정부의 
광고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언론 공익사업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7]. 아울
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업무
의 위탁을 언론진흥재단에 맡기므로 전과 같이 이는 언
론재단의 독점권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정부는 공정
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을 모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8].

배정금, 조삼섭[9]은 공고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정부 
광고 분석 연구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TV 
광고를 중심으로 정부 광고의 성격과 유형, 커뮤니케이
션 목표 및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재진과 김태
우[10]는 공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를 자기 지
향성(help-self)과 타인 지향성(help-others)으로 분
류하여 해석 수준 이론(construe level theory)으로 
분석하였다. 

2. 헬스 커뮤니케이션
건강, 보건,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는 발전해 왔다. 커뮤니케이
션 학계에서는 1975년 미국 국제 커뮤니케이션학회와 
1985년 미국 전국커뮤니케이션 학회가 헬스 커뮤니케
이션 분과를 만들었으며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술
지가 등장했다. 또한, 미국 보건 후생부가 발표한 프로
젝트는 "건강한 생활의 기간을 늘리고", "건강 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여러 정의가 존재한다. 
미국의 학자 크렙과 쏜튼(Kreps & Thorton)은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헬스 케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
통으로 정의했으며 좁게는 의료현장의 의사소통을 뜻
하지만 넓게는 개인 또는 공공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1].

구분 정의
행정
광고

정부 광고의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시, 공고, 안내, 입찰, 공
람, 모집 등 법적인 무조항 광고

시책
홍보
광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PR 성격이 짙은 것으로 새로운 정책
이나 법규, 행정 서비스 등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지지를 구하며 나아가 정책 목표 실현에 원활을 기하기 위
한 상품판매 촉진적 광고

의견
광 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광고 

긴급
쟁점
광 고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광고

공공
봉사
광 고

정책집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 계도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광고, 예를 들면 교통, 환경, 질서, 도덕심 양양 등 공익적 성격
을 지닌 광고

상품 
및

서비스
광고

정부 투자기관 및 일부 특별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으로서 일반 상업 광고와 그 성격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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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정의[1]
학자 정의

Kreps & 
Thorton
(1992)

헬스 케어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Northouse & 
Northouse 

(1998)

보통 건강 관련 이슈, 정보를 개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가를 의미

Bemhardt
(2004)

목표 청중에게 관련성 있고, 정확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
해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개발해 전파하는 과정

Ratzan
(2006)

건강정보전달뿐 아니라 건강영역과 건강정책 분야에 적
극적 관여해 건강증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Porto
(2007)

건강 보호를 위한 진단적인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수행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송기인과 안주아[11]는 사회적 마케팅의 공익성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정부 광고와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사회적 마케팅으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
는 공익성 정부 광고와 공익광고의 크리에이티브를 비
교 분석하여 공익추구에 대한 발전적 개념을 탐색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홍은희, 이철한[12]은 
금연 TV 광고의 내용분석 연구를 한국과 미국의 차이
에 기반을 두고 건강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하여 연
구하였다. 금연광고의 메시지 구성에 있어서 모델이 되
는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하고 이러한 요소
가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금연광고에서 어떠한 방식으
로 보여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문
화적인 차이에 따른 광고 메시지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1.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헬스 관련 정부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 해외의 정부 광고 현황을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하였다. 또한, 정부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 테
크놀로지 활용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례연구
를 하였다. 아울러 헬스 캠페인에 관한 정부 광고의 활
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학계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10명과 심층 인터뷰하였다.

10명의 전문가와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1일
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우선 헬

스컴과 정부 광고에 관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전화로 
전문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지 의사를 파악한 후에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을 받았다. 그 후에 전화를 
통하거나 직접 만나서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
터뷰하는 데는 약 4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전문가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의견 수집을 하였으
며, 연구문제 3-5까지를 서술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표 3. 심층 인터뷰 대상자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어떤 지식과 전략을 바탕으로 어떤 광고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 국내환경만을 고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의 헬스 캠페인은 어
떻게 이루어지나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헬스 캠페인에 대한 해외의 정부 광고 
현황은 어떠한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신유형 미디어 시대의 정책 홍보
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40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익숙해 있던 각종 홍보기법을 무선 인터넷 환경에 적용
해 정책 홍보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마련하고 있으므
로 미디어 테크놀로지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활용 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구분 소속 성별 연령 관련 
경력

A 정부 기관/국장 여 40대 10년
B 정부 기관/부팀장 남 40대 15년
C 공공기관/팀장 여 50대 25년
D 공공기관/책임연구원 남 50대 10년
E 공공기관/연구원 여 30대 5년
F 광고 PR 회사/대표 남 50대 20년
G 광고 PR 회사/상무 여 40대 20년
H 광고 PR 회사/이사 남 30대 12년
I S 대학교/교수 남 50대 20년
J H 대학교/교수 남 50대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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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구문제는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거시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들이 헬
스 캠페인 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 분석으로 정치적
(P:Political), 경제적(E:Economic), 사회적(S:Social), 
기술적(T:Technological) 환경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의 PEST 
전략은 무엇인가?

네 번째 연구문제는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전
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직 내부의 강점
(S:Strength), 약점(W:Weakness), 조직 외부환경의 
기회(O:opportunity), 위협(T:Threat) 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러한 SWOT 요인을 토대로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의 SWOT 
전략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5. 헬스 캠페인에 관한 정부 광고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IV. 연구결과

1. 해외 정부 광고 현황
미국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민간 광

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광고를 시행
하고 있으며 공익광고는 광고위원회(Advertising 
Council)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인종별 문화
와 사회구조로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광고에 활용하고 중요한 전
략적 기반을 국민에게 생각할 기회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혈액 부족을 미국 성조기를 이용해 애국심
과 결합하여 헌혈을 장려하는 광고로 이미지를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회상력을 높임으로써 메시지의 중
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미국의 버몬트 보건복지부
에서 진행한 캠페인은 담배 연기 만을 이용해서 간접흡
연의 피해가 태아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
를 주면서 충격적인 연출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미
국은 지나친 설명과 해석을 제공하지 않아 지루함을 느
끼지 않게 하며 회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메시지 전달
에 힘을 쓰고 있다[14].

그림 1. 미국의 혈액센터 헌혈 공익광고(좌), 미국 버몬트 보건
복지부의 금연캠페인 

영국은 정부의 관리 외에 광고자문위원회(ACA)라는 
기구를 두고 정부 광고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감독
하고 있다. 또한, 매체구입 창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함으
로써 정부 광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헬스 관련 정부 광고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은 식용유를 들이마시
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일치시킴으로 심장병의 위험성
을 직접 표현하고 있으며, 낚싯바늘을 이용해 담배의 
중독성을 자극적인 비주얼로 나타내었다. 단순한 레이
아웃과 카피로 핵심적인 이미지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
으며 강렬한 이미지는 회상력이 높아지므로 인지효과
가 향상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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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의 심장재단 공익광고(상), 
청소년 흡연문제 공익광고(하)

독일은 방송과 인쇄 매체 그리고 인터넷까지 모든 미
디어를 통해 정부정책과 업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하고 
있으며 광고, 홍보는 14개 연방 내각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미국과 영국 광고
와 마찬가지로 함축적이고 단순한 논리와 강한 임팩트
를 부여함으로써 회상력을 높여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매듭을 통해 심장박동이 사라졌으나 오른
쪽의 박동과 연계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의
미를 보여주었고 흑백의 대조 효과만으로 강한 이미지
를 부여하고 상징 소구와 공포 소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회상력(비보조상기)을 강화했다. 또한, 비주얼 메시지에 
주목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단의 문장에 시선을 돌
릴 수 있도록 하는 기법으로 이미지 하나로 충분히 메
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3. 독일의 장기기증 확산 광고(좌), 아동 성폭력 방지 광고(우)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광고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또한, 광고절차, 광고대행사 선정, 매체 전략 
등 모든 권한은 광고 주체인 부처, 공공기관 등이 독자
적으로 보유하고 있다[13]. 프랑스의 경우는 기업광고

에도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색상과 연상요인을 활용하
며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유머사용이 자유롭다. 비만 
예방 광고에서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을 복부비
만과 아이스크림의 비주얼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강력
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칸 국제 광고제에서 동상을 받은 [Belt up in 
the Back] ‘뒷자리에서도 안전 벨트를 꼭 착용해주세
요’는 뒷좌석에 앉게 되면 안전 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
들의 무의식을 활용하여 앞 좌석을 벽돌로 표현한 비주
얼 아트 광고이다. 이는 무겁거나 불편할 수 있는 주제
를 적절한 유머 활용과 비유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
고를 나타낸다.

그림 4. 프랑스의 비만 예방 공익광고(좌), 
안전벨트 착용 공익광고(하)

일본의 경우 민간 광고대행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이 매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헬스 관련 정부 광고는 우리나
라와 정치적,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
만, 광고 자체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 광고의 품질보다 
선진화되어 있다. 

원전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해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
는 상황을 다른 어떤 문구로 소개하는 것보다 강한 이
미지로 확산과 공감을 극대화하였다. 일본 또한 함축적
인 메시지 표현전략을 활용은 아동학대 관련 광고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무언가를 호소하는 아이의 표정과 
‘분명히, 내가 나쁜 거니까’라는 문구로 아동학대의 문
제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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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원전사고 도움 요청 광고(상), 
아동학대 공익광고(하)

2.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헬스 캠페인 정부 
광고

매년 빠른 속도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광고 
미디어 시장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노출효과와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공중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
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품질 향상과 디지털 전략을 마
련해야 한다. 정부 광고의 홍보전략을 효율적으로 높이
기 위해 신유형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Tom Kuhr은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변화시킬 테크놀
로지로 음성검색, 증강현실 인공지능에 주목했다. 또한, 
2017년 디지털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뽑은 트렌드 키워
드는 고객몰입경험 강화를 위한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기술이며 그 중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
지능)이 포함되어 있다[15].

 

그림 6.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정책 홍보 기능[4]

차세대 플랫폼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동력으로 
주목받는 VR과 AR이 결합된 기술은 기존의 게임, 영
화, 스포츠, 테마파크 등과 같은 제한된 시뮬레이션 분
야를 넘어 제조업, 서비스 산업, 예술 분야, 군사 훈련, 
교육 및 헬스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VR은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은 이용자의 오감을 자
극하며 실제와 비슷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체험하는 단
순몰입할 뿐 아니라 실재하는 디바이스를 조작이나 명
령을 등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이 가능
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6].

HMD(두부장착교시장치)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구현
된 화면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경
험하기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몰입형 3D 콘
텐츠가 차세대 영상콘텐츠가 될 것이라 했으며 스타티
스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상현실 하드웨어 규
모는 52억 달러,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4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된다면 소비
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17].

그림 7. 가트너의 미국 IT 시장조사[17]

이러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는 이미 브랜드와 상품
에 대한 경험의 극대화로 광고회사나 마케팅업체에서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구글(유튜브), 페
이스북 등 IT업체들이 360도 동영상 서비스 모바일 플
랫폼을 통해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를 
정부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차영란[18]은 광고, PR 산업 분야의 VR 콘텐츠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에서 광고, PR 분야에서 VR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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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아울러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하면, 소
비자 및 업계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광고, PR 관련 VR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VR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로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VR 교통안전 교육센터’
는 VR을 통해 간접 경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대
한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과속, 난폭, 음주운전’과 ‘빗길, 안갯길 운전’, ‘안전
띠 미착용과 가족이 동승한 상황’, ‘스마트기기 사용 등 
운전 중 주의 분산’ 등 4가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진행된다.

해외의 VR 기술을 이용한 정부 광고 사례로 스웨덴
의 Apotek Hjartat 제약회사는 VR을 이용해 환자심리 
개선효과를 VR앱(Happy place)을 통해 입증하였다. 
이것은 앱을 통해 통증 완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고통으
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림 8. 도로교통공단의 VR 교육 활용사례(좌), 
스웨덴의 통증 완화 VR 앱(우) 

또 다른 한편으로 주목하는 기술로 AR(증강현실)이 
있다. AR은 MR(Mixed Reality: 혼합현실)의 한 분야
로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실제 환경에 3차원 가상영상
을 합성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게 하는 컴
퓨터 그래픽 시스템이다[19].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 공간 위에 가상콘텐츠를 보여
주며 특정 공간 안에서 확장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콘텐
츠이다. 별도의 장비가 없어 편리하지만, VR과 비교하
면 몰입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실감 미디어 AR은 급속도로 대중화되어 생활 속 기
술로 발전하였다. 전투기의 HUD와 스마트폰을 거쳐 
안경 형태까지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며 성장하였다. 
2016년 포켓몬GO의 성공으로 인해 AR에 대한 대중 

관심이 급상승하여 게임,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성장하다가 헬스 케어, 부동산, 쇼핑, 교육 등 활용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19]. 

전국재해구조협회와 제일기획이 함께 시행한 공익캠
페인 `더스트씨`는 AR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카메라
가 비추는 화면에 공기 중 떠다니는 미세먼지 이미지를 
확대해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바람의 강도 등이 AR 영상
에 반영되어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함
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독일의 비영리단체 ‘Frauennotruf 
Muenchen’은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을 강렬한 이미지
화를 시킬 수 있도록 아이폰용 AR 앱을 이용한 다양한 
공익캠페인 전략의 실행하였다.

그림 9.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 브리지)와 서울시, 제일기획 협
업한 공익캠페인(좌), 독일의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우) 

또한 ‘식중독잡GO'라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눈에 보
이지 않는 식중독균을 귀여운 캐릭터로 구현하여 게임
적 재미와 식중독 예방 교육을 결합한 콘텐츠이다. 또
한, 게임을 즐기며 홍보하는 온라인 게임을 정책 홍보
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인터넷과 온라인 게
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게임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반응을 도출하고 있다.

그림 10.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개발한 ‘식중독잡GO' AR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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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계발 등을 컴퓨터 공학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이
다. 개념적으로는 강한 AI(Strong AI)과 약한 
AI(Weak AI)로 구분되는데, 강한 AI이란 사람처럼 자
유로운 사고가 가능하고, 약한 AI는 자의식이 없이 특
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AI를 말한다. 
사람이 찾기 힘든 운용 가능한 고객 정보 및 패턴 정보
를 식별할 수 있어 맞춤형 경험제공이 가능하다[22]. 딥
마인드(Deep Mind)사의 알파고(AlphaGo)나 IBM의 
왓슨(Watson)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검색엔진 최적화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웹사이트 중심 검색엔진에
서 음성인식기술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구글은 AI 비서
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스피커 ‘구글 홈’에 음성
명령을 내려 쇼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차영란[23]은 광고 및 미디어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AI) 활용 전략에서 광고, 미디어 분야에서 AI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의 제4차 산업 혁신 환
경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초연결 사회 및 사회 리
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산업계와 학계가 동시에 AI를 활용한 광
고 및 미디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진단하고 기술적 
진보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AI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적 투자 및 획기
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검색 기술은 SNS의 이미지 
중심의 마케팅 서비스로 인해 비주얼 중심의 트렌드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가 SNS 
활용 캠페인 진행 시 수많은 카테고리 이미지 중 브랜
드 관련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효율성을 
제고 한다. 

또한, 챗봇에 대한 소셜미디어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
지고 있다. 챗봇의 빠르고 간편한 대화 프로세스와 연
중무휴 서비스는 고객과의 관계구축과 브랜드 매출 증
가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정부 정책에서도 챗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의 인공지능 민원
상담사 ‘뚜봇’ 은 웹페이지(happy.daegu.go.kr)와 카
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120 달구벌 콜센터 등 내부
시스템 연계뿐 아니라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와 같은 외
부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딥러닝을 통한 분류, 시나
리오 기반의 심화 대화, 온톨로지를 통한 정확한 의도 
파악 등 기술적 요소를 포함 시켰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AI를 활용하여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바
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되며 스마트 헬스 케어의 부상으
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

스마트 헬스 케어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ICT인 사
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AI)을 헬스 케어와 접목한 분야이다. 웨어러블 기기로 
24시간 환자를 관찰해 자료를 수집하고, AI 기술을 활
용해 다른 자료와 연계 분석함으로써 이상 신호를 판단
한다면, 응급의료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22].

그림 11. 대구광역시 챗봇 '뚜봇'(좌), 스마트 웨이러블 기기(우)

3. PEST 분석
거시환경 분석(PE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은 전략관리 구성요소 
중 환경파악에 사용되는 거시적인 환경요소를 분석하
는 것이다. 시장조사나 전략분석을 하면 특별히 거시경
제 요소에서 조직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3.1 정치적 요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실제 주요 정책으로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복지 관련 헬스 캠페인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광고의 실행과 집행은 우선 예산 등 자원 확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인데, 제한된 국가 운영에 있
어 국민의 관심 현안이나 정치 이슈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부 광고에 대한 전략 방향이나 자
원 확보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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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 공공기관/부팀장)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 자체가 국회에서 결정되므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C, 공공기관/
팀장)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당 간의 이해득실에 따
라 논하고 그 결과를 정부 기관의 홍보예산에 반영하는 
요인이 있습니다.”(E, 공공기관/연구원)

3.2 경제적 요인
예산은 부족하고 중장기 계획의 부족으로 매우 단기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의 성격상 논란을 
피해가야 하므로 광고의 특성상 회상도나 주목도 높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은 저예산, 단기성 광고와 더불어 정부의 광고가 
흥미롭지 않고 주목도가 떨어지므로, 효과가 있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저예산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저예산을 더 쪼개서 모든 타깃에게 각
각의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 투입이 가능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슈와 헬스컴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재정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F, 광고, PR 회
사/대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재정 지출의 
확대와 이로 인한 의료소비 시장의 성장입니다. 건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 경제적 논리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장환경입니다.”(H, 광고, PR 회사/ 이사)

“일반 국민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함으로써 국가
적 헬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J, H 대학
교/교수)

3.3 사회적 요인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국

민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질
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가 

매우 발전한 데 비해 비합리적인 의료소비 문화 즉 민
간보험을 활용한 잦은 병원 방문, 항생제 과다 처방 등
의 역기능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건강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거나 혹은 
건강과 관련된 여러 상황이 발생할 때 등 사회적 이슈
나 여러 요인 등으로 헬스 캠페인 실행에 있어 정부 광
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B, 공공기관/부
팀장)

“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헬스 또는 보건에 
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며, 이를 반영한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입니
다.” (F, 광고, PR 회사/대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
어 있으며, 우리는 흔히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는 메르스, 세
월호 참사, 지카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I, S 대학교/ 교수)

3.4 기술적 요인
미디어 환경변화로 다양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 많이 유통되기도 하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헬스 캠페인, 광
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광고 제작이나 매체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트랜
드나 새로운 매체의 출연 등에 정부 광고 제작이나 매
체 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 광고
도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신선하고 참신한 광고 
캠페인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B, 공공기관/부팀
장)

“헬스 캠페인이 국민에게 적재적소에 노출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는 매체 활용 문제와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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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특성상 인쇄 매체에 비중을 두고 있는 문제도 포
함됩니다.”(D, 공공기관/선임연구원)

“헬스 캠페인의 의료 관련 부분의 경우 미디어의 시
간적 제한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확산도 가능하지만 헬스컴 요인 중 상
당 부분은 평소 국민의 관심 사항에서 멀어져 있으므로 
전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E, 공공기관
/연구원)

표 4. 헬스 캠페인‧정부 광고의 PEST 요인 

4. SWOT 분석
조직은 캠페인의 승리를 위해 큰 노력을 해야 하는

데, 그 첫 번째가 현재 조직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상황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적 
틀이 SWOT 분석이다. SWOT 분석이란 조직 내부의 
강점(S : Strength), 약점(W : Weakness), 조직 외부
환경의 기회(O : Opportunity), 위협(T : Threats)을 

파악하는 것이다. SWOT 분석의 목적은 조직의 강점과 
기회를 어울리게 하는 동시에 조직의 약점을 극복하거
나 없애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4.1 강점
보건정책 및 관리기관의 빠른 대응이 가장 큰 강점이

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종플루가 최초 발생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헬스 이슈가 발생했던 때 질병관리
본부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단기간에 신종플루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여 국가
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
하므로 앞으로 헬스 캠페인과 관련된 정부 광고의 중요
성과 필요성은 지속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B, 공공기관/부팀장)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 헬스 캠페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회는 그 제도를 지켜나가고, 빠
르게 실천, 확산합니다. 정책이 가장 잘 지켜지는 국가
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G, 광
고, PR 회사/상무)

“헬스 캠페인과 관련된 정부 광고의 강점으로는 국가 
비전 및 가치관, 국정 목표 및 원리,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시책, 정부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인식 제
고와 함께 국민적 자긍심 고취 및 정부에 대한 신뢰 제
고를 할 수 있습니다. (J, H 대학교/교수)

4.2 약점
국민의 시각에서 헬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

민과의 소통 채널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원활히 활용
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캠페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 체계를 완성
하기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가졌는지 등 전체적인 점검
이 필요하다.

“정부의 특성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만들 수 

구분 요인

정치

∙ 정부 광고의 실행과 집행은 예산 등 자원 확보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
∙ 국민의 관심 현안이나 정치 이슈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
을 받아 정부 광고에 대한 전략 방향이나 자원 확보가 어려
움
∙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 자체가 국회에서 결정되므로 정치
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
∙ 헬스 캠페인 메시지 도달 계층에 대한 정부의 노력 필요
∙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정치적 결정

경제

∙ 경제가 어려우면 광고/홍보예산에 영향을 미침
∙ 국민이 인식하는 헬스컴 효과는 실질적으로 병원 등을 통
해 나타나는데, 시설 투자가 병행되지 못한다면 좋은 이미
지를 형성할 수 없음
∙ 헬스 캠페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노출량 확보 및 경제
적 지원 필요
∙ 헬스 캠페인과 관련이 깊은 국민소득, 빈부격차, 정보 접
근성, 교육수준 등의 요인
∙ 의료비 재정 지출의 확대

사회

∙ 건강 이수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거나 건강과 관련
될 때 정부 광고에 영향을 미침
∙ 헬스컴 관련 성별‧지역‧나이별 격차가 존재하므로 어떻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도 관건임
∙ 사회계층에 대한 혜택의 평등권과 국민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 발생
∙ 의료 인프라가 매우 발전한 데 비해 비합리적인 의료소비
문화

기술

∙ 광고 제작이나 매체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
나 새로운 매체의 출현 등에 정부 제작이나 매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침
∙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와 관련된 기술적 한계는 극히 미약
함
∙ 국민에게 적재적소에 노출되는 매체 활용과 한계점 극복
∙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
디어의 변화와 그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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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에 자칫 크리에이티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다
양한 건강 주제를 관련 부서에서는 각각 다루어야 하므
로 가뜩이나 저예산에 미디어 노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제별 전문가는 있으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마케팅/ 브
랜딩 전문가는 희박합니다.”(A, 공공기관/국장)

“국내 헬스 캠페인 광고는 광고의 목적과 국민의 반
응 효과에 집중하여 기획되는지, 채널별 강점을 잘 활
용하여 유기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
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정부 광고 틀을 만
들기 위한 연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합니다.”(G, 광고, PR 회사/상무)

“정부 광고를 왜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고민이 없
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정부 부처는 각 담당자가 
수시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광고를 담당하는 본인
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냥 전임자
가 했던 대로 인수·인계받아 광고를 제작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I, S 대학교/ 교수)

4.3 기회
헬스 캠페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건강과 관련한 매스미디어 및 디지털 채널과 프로그램
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헬스와 관련된 미디어 
채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귀를 기울이고 있
으며 사회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정보를 찾아내고 알
리고 공유하는 활동들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의 건강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은 헬스 캠페인 정부 광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헬스 캠페인이 발전할 기회이자 계기라고 생각
합니다.”(B, 공공기관/부팀장)

“국민의 건강 관련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캠페
인 영역을 확대 가능하다는 접입니다.”(D, 공공기관/선
임연구원)

“헬스 캠페인이 갖는 기회 요인이라면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헬스 이

슈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면 빠르게 수용하고 공유하
는 활동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G, 광고, PR 회사/상
무)

4.4 위협
헬스 캠페인은 이를 리드하는 보건정책 및 관리기관

에 대한 신뢰가 광고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건정책 및 관리기관에서 국가적,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헬스 캠페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생
각되므로, 이것이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자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나 기술 환경을 따라가기 어
렵습니다. 각 건강 주제별로 매우 첨예하게 갈등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A, 공공기관/국장)

“헬스 캠페인 관련 내용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결
되므로 예방 내용이 아니라면 사건 발생에 따라 상시 
위협요인으로 작용합니다.”(C, 공공기관/팀장)

“국가적, 사회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감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헬스 이슈
와 의료기관들의 사건, 사고 위협이 사회 구조적으로 
상시 내재 되고 있습니다.”(G, 광고, PR 회사/상무)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주제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주제
당 전문가와 경험이 있음
∙헬스컴 분야가 다양하므로 정부 광
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됨
∙국민의 헬스에 관한 관심 증대
∙헬스 캠페인은 대부분 국가가 해결
해야 할 부분임
∙헬스 캠페인에 대한 국민 호응 유
도가 용이함
∙어느 국가나 나라보다 보건/헬스 
관련 정책이 파워풀한 영향력을 발
휘함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필요가 제
기된 이슈에 대해서 꾸준하고 지속
적인 예산 확보

∙정부의 특성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만들 수 없음
∙이슈와 관심 정도에 쏠림현상이 발
생함
∙헬스 캠페인의 특성상 방어를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언제든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
∙헬스 캠페인이 각각의 부처에서 다
루므로 통합적 관리가 안 됨
∙헬스컴 내용과 진행 시기에 따라 부
정적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한계
∙복잡한 의사결정과 책임소재의 불분
명으로 인한 한계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공공성이 있으므로 비영리기관, 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나 기술 환

표 5. 헬스 캠페인‧정부 광고의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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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정부 광고를 통한 공공커뮤니케이션은 정부정책과 
연계된 사회질서 유지, 계몽수단, 사회적 손실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수많은 정부 
기관 중에서도 헬스 캠페인 정부 광고를 계획하고 실행
하는 대표적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
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심평원 및 다양한 
건강 이슈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금연캠페인, 절주 캠
페인, 저출산 고령화 관련 캠페인과 질병관리본부의 질
병 예방 캠페인, 그리고 식약처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광고를 꼽을 수 있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광고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매체선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구문제 1>에서 헬스 캠페인에 대한 해외의 정부 
광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해외 주요국가 정부(공익) 광고가 주로 활용한 소구와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헬스컴 관련 정부 광고
는 대부분 업적 나열형이나 공약 열거형 광고가 아닌 
메시지 자체가 타겟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국
내와는 다르게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맥락과 연상을 이
용하였다. 

즉,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사회적 소명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 중심으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14]. 해외의 정부 광고의 
기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상 전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의 품질을 높이고 회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락과 상상 기법을 사용하여서 이미지를 강조

한 광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광고가 대부분 공개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구문제 2>에서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의 
미디어 테크놀로지 활용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부의 대중매체 광고는 지속적인 캠페인
의 정보전달 및 인지효과를 향상하게 시켰으며 뉴미디
어의 경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 공중의 반응
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 
광고의 헬스 캠페인은 다면적 홍보전략으로 올드미디
어와 뉴미디어의 기능과 특성을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
다. 뉴미디어의 경우에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보인 매체가 많으므로 공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 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홍보 캠페인은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병용
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인쇄 매체에서 동적인 영
상물 시대로 홍보 매체가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 4대 매
체 이외에 전광판을 이용하거나 와이드 컬러, 광고탑, 
멀티비전 등을 병용하는 홍보에 더불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따라 신유형의 테크놀로지인 VR, AR, AI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새로운 정책 홍보 방안으로 20∼40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각종 홍보기법을 음
악, 문자, 그래픽, 동영상을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등 
이동 단말기로 정책 홍보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서
비스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중
과 홍보담당자 간의 인터랙션을 통한 실증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광고는 정책을 공중에게 알리는 역할 뿐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의 기능을 해야 하며 공중
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건강, 보건, 안전 정책소통에서의 새로운 미
디어 테크놀로지 활용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3>에서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PEST 
전략에 대하여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
저 P(정치적) 요인을 살펴보면 정부 광고의 실행과 집
행은 예산 등 자원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경제적) 요인은 국민이 인식

명인, 영리 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
한 파트너십을 구축함
∙국민의 건강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짐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건’이 
기회 요인이 됨
∙국민의 건강 관련 관심도 급증으로 
영역 확대 가능
∙여성과 어린이 관련 분야의 경우 
지속적 관심 증가
∙빠른 의사결정과 공공 데이터를 활
용해 가짜뉴스 등에 대한 정확한 팩
트체크로 정부의 신뢰도를 높임
∙의료복지에 대한 중요성 강화 및 
예산 지출 확대 

경에 따라가기 어려움
∙헬스컴 실무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
문가가 많지 않음
∙‘사건’ 발생에 따라 상시 위협요인으
로 작용함
∙헬스 캠페인이 성공하더라도 시설 
및 인프라 부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등장 시 한계
∙SNS 발달로 국민의 즉각적인 가짜
뉴스 확산을 제어 통제할 방안이 제
한적임
∙비합리적인 의료소비 문화 및 지나
친 건강염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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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헬스컴 효과는 실질적으로 병원 등을 통해 나타나
므로 의료비 재정 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S(사회적) 요인은 건강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거나 혹은 건강과 관련될 때 정부 광고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기술
적) 요인은 광고 제작이나 매체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서도 광고 트렌드나 새로운 매체의 출연 등이 정부 광
고 제작이나 매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됐다.

따라서 공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설득, 교육 및 광
고를 통해 정책프로그램이나 기관을 판촉 하여 기관 자
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광고를 
접하는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
함으로써 공공의 인식 및 행동 변화 등을 일으키는 것
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4>에서 헬스 캠페인에 대한 정부 광고의 
SWOT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S(강점) 요인을 살펴보면 헬스컴 
분야가 다양하므로 정부 광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
속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W(약점) 요인을 살펴보
면 정부의 특성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만들 수 
없으며, 대중의 이슈와 관심 정도에 따라 쏠리는 현상
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O(기회) 요인
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련 관심도의 급증으로 헬스컴의 
영역이 확대되며, 공공성이 있으므로 비영리기관, 유명
인, 영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T(위협) 요인으로는 
헬스컴 실무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으
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나 기술 환경에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에서 헬스 캠페인과 관련된 
정부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헬스 캠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 타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광고의 대상이 거의 전 국민이다 
보니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평이하고 무난함을 추구하
고 있다. 전 연령대를 타깃으로 광고를 만들다 보면 차
별화된 컨셉이나 제작 전략이 도출되기 어렵다. 그러므
로 새로운 타깃 접점 매체라든가 타깃의 라이프스타일

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기 어렵
다. 따라서 핵심 타겟을 설정한 후에 그들의 라이프 스
타일을 먼저 고민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을 해야 한다. 또한 정책이 타겟의 니
즈와 어떻게 결합해서 혜택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가이
드 라인으로 집어준다면 크리에이티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헬스 캠페인의 정부 광고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미디어 
전략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도 한 
달에 몇 번 노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그 의
미를 알지 못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제외
하곤 지상파TV와 같은 방송 매체를 구매할 만한 여력
이 부족하다. 특히, 정부와 공기업 광고의 경우 전체적
인 규모가 기업광고보다 작고 비주기적인 성격을 지니
므로 효율적인 매체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에는 지역 언론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대중적 영향
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일도 빈번
했다. 이러한 효율성 강화에 대한 여러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광고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
떻게 인지시킬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정부 광고 목적과 
예산에 맞게끔 광고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국민에게 전
달하는 미디어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성 미디어는 배제
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고 집행 후 결과에 대해서도 철
저히 분석해야 하고, 리포트가 데이터화 되어 향후 광
고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캠페인 연속성을 위한 대행사 계약 기간을 장
기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캠페인의 평
가가 좋다면 누적 효과를 위한 유지방법을 고려해야 한
다. 정부 광고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과도기
에 있다. 디지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러한 
분야에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일반적인 매체
를 집행하는 때도 있다. 아울러 헬스 캠페인의 지속성
이 있어야 한다. 1년 단위의 캠페인은 효과를 내지 못
하므로 누적 효과 등을 고려해 최소한 2~3년은 진행해
야 한다. 

넷째, 커뮤니케이션과 캠페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가진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캠페인 
전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비전문가의 승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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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과정이 많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담당자의 작은 
교체 및 정부 입찰로 인한 외부 전문가의 잦은 교체로 
인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
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오
래 기억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내기 위한 크리에이티
브 전략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책 홍보에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정부 광고는 민간 상업 광고보다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정부 광
고의 품질이 향상되려면 광고주의 사고방식 개선이 우
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헬스 캠페인과 관련된 정부 
광고의 국, 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미디어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헬스 캠페인 활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10여 명의 정부 기관, 공공기관, 광
고, PR 회사, 학계 등 헬스컴 정부 광고와 관련된 전문
가 1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헬스컴 정부광고 활
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 및 함
의 부분에서 이론적으로는 국, 내외 헬스 캠페인과 미
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부 광고 사례를 통해 학문
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정부 광고의 헬
스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에 관한 연구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속 적으
로 헬스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광고에 
관한 양적인 연구 및 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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