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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똘콤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공익광고의 주제，소구방식 및 모텔유형에 대한 내용

분석 연구이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한국과 중국 TV에
서 방송된 공익광고물로서 한국은 총 84편 중국은 총 63편이었다.공익광고 주

제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은 사회공중예절 및 환경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고

재해와 국민건강에 대한 광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국민

건강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특정은 기타부문에

한국의 경우 자연보호나 출산장려 인터넷예절，다문화가정에 대한 광고가 많았

으나 중국은 국제회의 및효•충 •예 •의(孝•忠 •禮 •優)에대한 광고가 많았

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 저출산과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국은 뻐}른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위상강화 및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소구방식에 있어서는 한

국은 부정적 소구가 많은 반면에 중국은 긍정적이면서 감성적인 소구가 많았다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 석사，
** 제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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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는국가적인재해가 많이 발생함으로써감성적인소구를 사용하여

국민틀을 통창시키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익광고 모델 유형에서는

양국모두 일반인모텔이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유명인모렐의 순이며 최

고 경영자및 전문가모텔은거의동장하지않았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는

기타분야에서“기족"“외국인"‘’국악인”퉁의 모텔도 동장획}는반연 중국의

경우에는모탤。1퉁장하지않고 소리나 영상효파만으로광고를 제작E뜯 쩡우
도 많은것으로나타녔다

주제어 공익광고，공익광고주제.공익광고소구방식，광고모댈유형，한국 중국

1. 서론

광고는 세상을 읽는 것이다 광고는 현대 시장과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거울이다 특히 공익광고는 한 사회의 구조변동과 문화적 가치변

화，국민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변회를 수반하며 그 이념의 가치를 반

영한다 또한 대중에게 유익한 정보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전하는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국제광고협회(파A)는 공익광고를 광고의 한 형태로

서 일반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 또는 일을 실행할 것을 권장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

로 정의하고 었다.일본의 우에조 노리오 (2005) 는 공익광고란 인간，사

회，국가가 안고 있는 공공적，사회적 문제，혹은 장래에 일어나려고 하

는 문체에 관하여，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매체로 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주의 환기，문제 인식，계몽，계발을 촉구하고 그 해결을 위한 협력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려는 자발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다 왕루

생 •곡륭봉{王盧生 •古龍짧.2005)은 공익광고는 대중에게 공공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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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신을 전달하고，사회책임을 담당하며，정확한 가치관，도덕관，이

상신념의 창조와 우수한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적 정신을 기본으로 공공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

여 행해지는 공익광고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전 국민을

대상으료 건강한 사회문화와 사회적 책임 형성을 위해 공공적인 주제를

갖는 광고이다 또한 공익광고는 광고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적，공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마련이며，소비자의 개인

가치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

칠수있다.

한국의 공익광고는 1981년에 출범한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의 광고활동을 일걷는 경우가 많다 KOBACO는 1981년 12월 5일 KBS

2 TV를 통해 처음으로 ‘저축으로풍요로운 내일을’이라는60초짜리 공

익광고를 방송하였다 이후 1980년대는 정부시책에 초점을 맞춘 주제인

저축，에너지 절약，질서，안보와 신뢰，경제도약 동의 주제가 가장 많이

동장하였으며 .1990 년대는 중반까지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

으며，중반 이후에는 올바른 소비생활，경제 살리기 동 경제문제와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유종숙.2003). 2000년대부터 현재 집행되

는 공익광고의 중요 주제는 깨끗한 선거，도시화합，자연보호，학원폭력

추방，인터넷 예절，다문화가정 관심 둥둥이다 한국에서 공익광고가 시

작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국민들 사아에서도 공익광고가 사회에 필요

한 유익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KOBACO는 경제 살리기，

청소년 교육，공중도덕，도덕성 회복 같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시의적절

한 주제를 선정해 공익광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초창기에

는 정부 정책의 홍보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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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선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주제를 선정하는 노력을 기울였

대김병희，2012).

한편，같은 아시아권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최초 공익광

고는 해夏)나라.1) 때 정부가 시민에게 맹수(효默)를어떻게 분별히는

지 알려 주는 공문으로 알려져 었다 중화인민 공화국이 성립한 후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조류에 관한 공익광고가 있었다 예를 들면，문화 혁명

당시에는 “혁명무죄，조반유리(單命￡罪，造反有理)"，“계급투쟁”등의

광:Jl7} 라디요 신문，잡지 동의 매체에서 실시되었다 이 외에 1950년대

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을 “헥명모친(童命HJ:親)"이라칭찬하였는

데，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두아이"，70년대에 후반부터는 “독생자

녀(獨生子女)"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 때마다 공익광고도 정부의 주장

에 따라변화하게 되었다

1987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후，중국의 공익광고는 보통 정부

나 각 기관이 정책을 공포하연 중앙방송 (CCTV) 이나 각 지방방송회사

가 그것을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변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도 더붙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 파괴와 오염，

자원 보호 이재민，실업자의 구후 민족정신의 고양과 같은 주제로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국 (CCTV) 의 1987년 “널리얄리

다\1而告之)"라는프로그햄을 시작으로 공익광고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19띤7년에는 “자강창휘황(自끓創輝탤，스스로 노력하여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자)"，1998년에는 “하강직공재취업(下簡職工再

就業，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자)"，2001년

1) 하(夏)냐라 B. C. 22세기 말" 21세기 초 -B. C. 17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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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립신풍상，매향신세기(樹立新風向， 達向新世紀， 새로운 기풍

을 진작하여，새 세기로 나。}가자)"퉁 일련의 공익광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김민기，2005)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양국의 광고 교류가 가속화되어，한국과 중

국의 연구지들 간 양국 문화 차이와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는 한국과 중국 양국 문화 차이와 광고 표현에 관한 비교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김병희2004，2006，2011; 최원주，2005;박은아 정인숙，

유숭엽，2010; 전종우，2010;한정후 2011)，하지만 한국과 중국 공익광

고물 자체에 대한 비교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공익

광고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공익광고는 1980년대 시작되었지만 학술적 연

구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2뼈년 이후에 와서야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이디{劉林淸，2010)，현재 중국에서는 국가기관이 전국공익

광고창신연구기지를 설립하여 중국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해외 공익광

고에 대해 연구하여 많은 논문틀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것은 중

국 공익광고의 학술연구가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방송팡고공

샤 2010)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양 국의 공

익광고를 직접 비교하는 연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국내에서도 국가

간 비교연구로서 한국과 미국，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교 연구하는 논문

들은 찾아볼 수 있으나 아시아권 국가들의 공익광고를 비교 연구한 논문

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한 중 수교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동방문화권에 속하는 가까운 나라로서 옛날부터 비슷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양 국은 유사한 전통적 역사 가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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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국가 발전 과정에서 각기 다른 정치제도와 사회관점이 형성됨으

로 인해 문화와 생활방식，개인의식 둥이 서로 다르다，따라서 양국은

같은 아시아권에 속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디{김병희.2006)，

공익광고는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 전반적인 문화 가치관을 그대로 반

영하기 때문에 실제 광고물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 공익광고에

대한 유사점이나 차이점，더 니.o}가 한국과 중국 문화의 유사성이나 차

이점 역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000년대 이후 최근 12년(2000년부터 2011년까지)동안의 TV 공익

광고 내용 분석을 통해 공익광고 주제，소구 방식，광고모텔 유형 동 여

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공익광고，특히 양국 TV 공익광고의 주

제，소구 방식，광고모델 유형 동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한다는 측면

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진행될 한국과 중국 광고의 비교 연구를 위한

이론적，실증적 기초까}료를제공할 것이며，향후 ‘공익광고의국제화’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문헌연구

1. 공익광고의 주제에 대한 연구

공익광고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 문제와 시대적 가

치관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왔기 때문에 공익광고의 기본적인 주제를 통

해서 그 사회의 시대적 문제와 흐름음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한국광

고업협회.1앉)6)，또한 공익광고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광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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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투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문화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와 같이 공익광고의 주제는 사회의 문제와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시기에 특정 주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공익광고의 주제는 캠페인 시점에서 그 사회가 해결

해야 할 문제점이나 강조하그찌 하는 주장을 반영하게 되므로 당시 사회

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대검유경 외，2007).
공익광고의 주제에 대해 우에조 노리오 (2005)는 다음과 같은 지칩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공익광고의 주제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공공적

문제로서 시민 일반의 필요에 부웅해야 하며，둘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며，어떠한 이익집단에도 펀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공익광고는 실체 파악이 가능한 문제를 다루고 시민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자발적인 행동과 연대 행동을 촉진해야하며，네

번째로 공익광의 주제는 광고 활동에 의해 최대의 효괴를 얻을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아다 다섯째 공익광고는 시의적절 해야 하며，마지막으호

공익광고는 당연 문제 외에도 장차 사회적으로 중요해질 문제를 앞서

다룸으로써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학자 호대위

(淑大偉，2005)는 “공익광고의주제 및 표현 방식”에서중국 공익광고

주제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발표하였는데，첫째 공익광고의 주제는 정

확한 방향이 있어야 하며 모든 공익광고는 국가와 정부기관의 입장에

일치되어야 하고 두 번째，주제는 공공적 핫(hot) 이슈나 생활에 나타나

는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되어야 하며，셋째，공익광고는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 영향력을 가지고 수용자들에게 중대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익광고의 주제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

고하였다

김재영 등(2002)도 공익광고의 주제변화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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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부터 2001년까지의 TV 공익광고를 주제별，시대별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익광고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장기

적 시리즈물로 제작，집행하고 타깃별로 구분된 주제를 선정하여 수용자

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구체적 내용，시대감각에 뒤떨어지지 않는 독창

성을 가지도록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요

한 것은 공익광고의 노출량을 늘리고 매체를 다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결

론지었다.

권중록{2002)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TV 방송을 통해 노출

된 한국방송공익광고물의 주제구성에 대해 연구하였다.연구결과 환경

보전，경제，사회 안정，국가와 민족，질서와 예절 동을 주제로 한 광고가

전체 주제 중에서 72.3% 를 차지하는데，이 들 주제는 국민 전체를 대상

으로 히는 집단적 주제인데 반해 개인적 주제인 심장병 예방이나 금연

노력에 필요한 광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권중록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방송된 TV 공익광고의 주

제를 분석한 김병희 (2012)는 질서예절，경제，국가와 민족，환경보전，사

회복지，청소년，사회 안정 순으로 자주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대별로

보면 1980년대는 국가와 민족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은 편이었으며，1990
년대는 경제부문，2000연대는 사회복지와 환경보전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유종숙 (2003)은 19잃년부터 2002년까지 약 20년동안 게재된

인쇄매체 공익광고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는데 주제는 총 24

가지이며，그 중 가장 많이 다룬 공익광고주제는 청소년 선도와 교육，

변학，독서를 장려하는 주제였으며，그 다음으로 많이 동장한 주제는 국

가관 확립，안보의식，국력배양이었다.박기연 (2001)은 공익광고의 주제

를 추상적 주제와 구체적 주제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추상적 주제에서

는 밝은 사회 건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구체적 주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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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 안정 및 발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좀 더자세히 살펴

보면 지난 20년 간 한국 TV 공익광고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

던 주제는 밝은 사회 건설(국민화합，국가발전，미래상 퉁)，경제안전 및

발전(절약，저출，소비，경제 살리기 퉁)，환경보호(물，공기，쓰레기，재활

용 동)，공중도덕(친절，예절，질서 풍)，청소년교육(선도교육，보호 동)，

국가적 행사(월드컵，올림픽，아시안게임 퉁)풍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학자 왕봉(王추，2010)은 “CCTV 의 인문'2)주제 공익광고 변천”

에서 지난 30년간 CCTV 공익광고 주제 소구방식을 연구하였는데，중국

의 공익광고 주제는 외부 환경 주제에서 국민 생활，정신，지역 문화 주제

둥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공익광고

주제는 특별한 시각과 현재 국민 생활상황과 같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가 간 공익광고 비교연구들을 살펴보면，장송피{張松波，2α)9)는 우

에조 노리오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류한 107}지 공익광고 주제를 이용하

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과 중국 인쇄 공익광고를 비교분석하

였다.연구결과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들은

자연보호J환경보호，교통운화，가치관 계숭 및 발전，생명존중，공공질서

둥이었다， 양국 간 차이접도 나타났는데， 한국 공익광고에는 공중보건.

복지，사회/공동체，경제，문화，공공질서 주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중

국은 사회의 공중도덕 및 정신문명 건설과 관련된 내용의 공익광고 주제

가 더 많았다 같은 우에조 노리오의 주제 분석유목으로 한국，미국，일

본을 대상으로 TV 공익광고를 분석한 김유경 외 (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국민화합과 경제에 관한 주제가 많이 동장하였고 미국의

2) 인문 여기에서는 인류 사회의 각종 문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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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공공봉사와 국민건강이，일본 공익광고에서는 공공봉사，환경

이 지배적으로 동장했다 각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주제는

그 국가의 문화적 가치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

만 환경이나 사회 안젠질서 퉁과 같은 주제는 세 국가 모두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인쇄공익광고의

주제를 비교한 양필(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공공봉시/복지와

경제에 관한 주제의 빈도가 높았고1 미국에서는 질병예멍에 관한 주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그 다음은 안젠질서유지， 재해방지，국민

교육，공공봉사/복지 둥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2000년 공익광고 평가조사{한국방송광고공샤 2000)에 의하면

공익광고 제작희망 주제에 대한 질문에 자연 및 환경 보혹 교통질서

확립，정치인의 도덕성 회복，사회 안정，사회기강과 윤리회복 풍의 순서

로 웅답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보기를 제시

하여 질문한 결과 경제 활성화 (40.3%)，정치인의 도덕성 회복 (39.7%)，

물가안정 (31.8%)，빈부격차 해소 (27.2%)，지역감정 해소 (19.7%)，교통

질서 확립 (19.7%)，실업대책 (16.3%)，시회기강과 윤리회복 (14.3%)，자

연 및 환경보호 <13.7%)순으로 나타나 공익광고 제작희망 주제와 사회

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2. 공익광고의 소구방식에 대한 연구

광고 소구란 일정한 광고물이 특정 소비자에게 광고의 내용과 광고

컨셉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전략의 크리에이티브 컨셉(Crea

tive Concept) 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리대룡，송용섭，1989). Philip

Kot!er(l975) 는 인간의 이성，정서，양심의 3가지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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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벼 1따라 소구유형을 이성적 소구，정서적 소구，도덕적 소구로 분류하

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2(02)는 이성적 소구，감성적 소구，위협적 소구

동 3가지로 분류하였다.광고 소구방법에서는 긍정적 소구방법이 적극적

으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소구방법인데 반

해，부정적 소구방법은 문제 또는 소비자의 리스크(Risk)감을 고의로 강

첩보 방법이다 부정적 소구방법이 효과적인 경우는 구매미스에 대한

리스크감이 강하든가 경쟁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경우이며，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부정 소구는 효괴적이지 않다 부정

적 소구광고는 권고안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손실이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두려움，긴장，놀람，불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 광고에서는 많이 사용

되지 않지만 수용자들의 주의를 이끌어내며 권고안을 설득시켜야 하는

공익광고 분야에서 한정되게 사용되고 있다(김희정•김지혜，2004) 광

고 메시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고소구 유형의 분류방법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접과 특성을 전달하는 정보적 광고와 제품에 대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강조하는 감성적 광고의 분류이다(조용석，2005)

공익광고의 소구는 넓은 의미에서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었다.

정홍균 (2008)은 지난 10년간 방영된 한국 TV 공익광고 66편에 나타난

소구유형을 분석한 결과，TV공익광고의 소구 유형이 감성적 소구，이성

적 소구，위협적 소구 동 3가지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3가지 소구유형

에 따라 광고를 구분해 보면，감성적 소구가 3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성적 소구 22편，위협적 소구 12편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감성 소

구와 이성 소구의 상대적 효과를 일률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으나 크리

에이티브 컨셉이 섬리상태를 배경으로 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감정소

구로 흐르게 되며，반대로 컨셉이 경제성을 갖게 되면 이성적 소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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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다 안현철(1996)은 공익광고에서 한국의 소구를 활용한 공익광

고가 니-ò}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을 제시하였다.첫째，공익광고에서 한국의 소구로 활용되고 있는 향수

소재는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정보

적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며，두 번째로 일반 공익성 기업광고에

비해 매체 활용이 제한되어 있고 표현기법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셋째，

공익광고에서 한국적 소구는 캠페인성 성격이 약해 광고효과가 지속적

이지 못하디는 것이다 넷째，한국 공익광고에서 있어서 시행자와 광고

주，광고회사와 정부 관련기관，수용자의 자세가 한충 성숙되어 적극적

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연(2001)은 TV 공익광고의 광고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 차이

를 연구하였는데，사용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논리설득소구 69편

(27.8%)，온정소구 53편(21.4%)，정보 계몽 34편(13.7%)，증언식 소구

15편(6.1%)，유머소구 9면(3.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논리설

득 소구와 온정소구가 가장 많이 시용된 소구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사

용빈도도 거의 비슷했다 크게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로 니누었을

때도 이성적 소구가 118편(47.6%)，감성적 소구가 1301련(52.5%)으로
사용빈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지난 20년간 TV 공익광고에

사용된 광고소구유형 중에서 이성적 소구에서는 논리설득 소구개 감성

적 소구에서는 온정소구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권중록

(2002)의 연구에 서는 공익광고의 소구방식에 있어서 긍정적 소구가

부정적 소구나 긍정과 부정이 혼용된 소구보다 훨씬 많았고 감성적 소

구가 이성적 소구나 감성과 이성이 혼용된 소구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고 연구 영역에서는 Chan(l996)은 160명의 중국 TV 광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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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조사를 통해서 광고의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수용자의 인식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였다.수용지들은 정보적인 광고를 “심

심하다" “재미없다”라고생각하며，“정보성”이라고느끼고 있었다.또

한，감성적 광고는 “매력적인"“재미있는"“독창적인”광고라고묘사하

였다.수용자들은 감성적 광고의 호감도와 제품 이미지가 정보적인 광고

에서 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도용 (2002)은 1601명의중국 남경사범대학

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감정상태，소구방식，성별，실험유형의 네가지

요소를 통해서 광고소구가 다른 성별 수용자에게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결론적으로 광고 효괴를 강화하게 하기 위해

서 남성 소비자들에게는 이성적 소구를 활용하고 여성 소비자들에게는

감성적 소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엽(2010)은
공익광고 문헌 자료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감성적 소구와 이성적 소구를

같이 융합해서 활용하는 공익광고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하였

다 예컨대，중화 환경 재단은 2뼈년에 감성적 소구와 이성적 소구 방식

을 혼용해서 “얘아산수(愛我山水)"，“산수유정(山水有情)"，“섬유산수

(心有山水)"등 대량 공익광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환경 공익광고는

보통 산수회{山水畵)형식으로 묘사되는 사회 발전 화변과 환경 파괴나

오염의 내용을 같이 내보내서 사람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또 和群城

(2012)의 연구에서 중국의 공익광고는 중국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중용지도를 강조하고 공포나 폭력 동 이른바 부정적인 소구를 매우 적게

사용하며 또한 부드럽고 과장되지 않은 긍정적인 소구를 많이 사용한다

고했다

국가간 비교연구로서 장송패張松波， 2009)는 2003년부터 2008년까
지의 한국과 중국 인쇄 공익광고를 비교분석하였는데 한국광고는 이성

소구 부분이 더 많이 나타니는데 반해 중국광고는 감성소구에 더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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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펼(2011)은 한국과 미국 인쇄공익광고를

비교분석하였는데，그 결과 미국광고는 한국 광고에 비해 이성적 소구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공익광고는 감성적 소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양 국의 이성적 소구는

감성적 소구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3. 광고모델 유형(정보원)에 대한 연구

광고모델의 유형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기폰 연

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김상훈 •안대천 (2008) 은 광고에서 모텔은 기

본적으로 광고메시지의 이해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된다고 보았

다 모델의 사회적 지위，인지도，모델과 광고와의 aν간접적 관계에 따

라 소구모델은 전문가 유명인，일반인，자사직원，기타 둥으로 나눌 수

있다 도선재，황장선 (2008) 동의 광고모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

명인，전문7}，일반인，최고 경영자 동을 광고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유명

인이란 그가 보증하는 제품과는 디른 분야에서 이룩한 엽적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개인을 말한다 전문가 모텔은 광고되는 제품에

관한 닥월한 지식을 소유승}는사람 또는 집단이다，일반인은 광고되는

제품에 특별한 지식이 없고 단지 제품 사용을 통해 얻을 평범한 지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다〈조전근，2008) 최근 몇 년 동안에 나온 최고 경영자

모텔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제품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으며，유명인 모델과 일

반인 모텔보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유형 중에는 유명인 모텔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

다 이는 유명인 모텔이 다른 유형의 모텔에 비하여 갖게 되는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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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에 기인한다 유명인 모텔이 광고모델로 동장하게 된 것은 텔레비전

매체가 광고 및 대중문화의 중섬적인 역할을 담딩하게 된 이래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박형도 2003) 공익광고에서도 유명인이 둥장하여 설득하면 효과적아

며 특히 상업광고에서 인기가 있는 병사가 공익광고에서도 역시 영향력

을 발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oncar ，Reid&Anderson ，2007)，

광고모텔의 유형뿐만 아니라 광고모델의 다른 요인들도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광고 모텔의 성별，연령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광고모델 생별의 경우，여성 모텔은 순종적이고 온순하게 표현되는 것에

비해 남성은 권위를 나타나거나 활동적으로 묘사된다.광고모델의 성별

과 제품 유형 간에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Kanungo

& Pang(l973) 는 납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제품인 자동치에서는 남성모

텔이 등장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의 제품인

소파에서는 여성 모델이 나타났을 때 가장 좋게 평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광고 모델 연령 또한 제품의 타켓 연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디루어져 왔다.일반적으로 성인 광고 모텔이 가장 흔하게 나

타나지만 다른 연령층에 대한 관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고 모델의 주/보조역할또한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남경태 •김봉

철(2004)은 광고 모텔의 역할을 주역할，보조역할，배경역할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주역할은 광고의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로 인식되는 경우이다.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광고 전변에 동장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러한 양태가 충분조건은 아니다.보조역할은

해당 광고의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평균정도의 중요도를 지닌 인물로

서，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하지만 해당광고에서 그 인물을 인지

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경역할은 해당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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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인불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해당광고의 주제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들이다

ill.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서 문현연구에서 공익광고의 주제，소구방식과 모텔유형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한국

과 중국 TV에서 방영한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양국 공익광고의 주제，

소구방식，모델유형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자고 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토대로 디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1> 한국공익광고와중국공익광고의주제는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연구문제2> 한국공익광고와중국공익팡고의소구방식은어떤 차이

점이 있는가?

〈연구문제3> 한국공익광고와중국공익광고의모델유형은어떤 차이

점이 있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실제 방영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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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광고 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매체는 지상파 TV 방송광고로，2애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2년간 방영한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및 광고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익광고물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baco.co.kr 와 중국공익광고에 게시된 공

익광고물 인터넷 사아트 http://www.cnpad.net 을 선택했다.

KOBACO 는 1981년부터 공익광고 캠패언을 실시하고 있으며，공익

광고 캠페인의 기본방향 및 주제 선정을 하여 각 주제별 제작방향을 결

정하고 제작물의 시안을 섬사하고 공익광고의 제작방향 및 게재 후의

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KOBACO 는 공익광고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

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었다

중국 공익광고 사이트는 중국 국가 방송국에 따라 사회 공익성을 위

해서 중국광고협회가 주관하는 전국의 공익성 사이트이로서 중국의 공

익광고를 위주로 하고1 옥외광고와 애니메이션 둥 다양한 광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 사이트이다，중국 공익광고 홈페이지에서는 TV에

방영한 공익광고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국정홍보 광고1 기

업의 협찬에 의한 공익광고，교통안전 캠페인 퉁이 속하는 모든 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주로 분류하여 앞서 언급한 광고를 포함해 함께

제시하고 있는상황이다

그 결과，한국 공익광고물은 총 84편，중국 공익광고물은 총 63편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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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유목

@공익광고주제

본 연구에서 공익광고의 주제유목은 선행연구틀의 분석유목(박기연，

2001; 권중록，2002; 우에조 노리오，2005; 김병희，2012)을 토대로 연구

자가 수정 보완하여 〈표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1) 주제에 대한 분석유목

대주제 소주제

(lJ환경 (lJ수질오염 @자연 보호 @동물 보호 @쓰레기 분류
@자원재활용@기타

@국가적/정부적 (lJ옹립픽 @월드컵 @아시아게엄 @기타
행사

@국민 건강 (lJ마약 @홉연 @에이"'@압 @예방 접종 @기타

@사회 공중 예첼 (lJ교통질서 @음주 운전 @예방 범죄 @기타
도덕/칠서

@봉사 @헌혈 @용사활동 @골수이식 @입양 @기타

@경제 (lJ저축@절약@기타

@국민융합 @얘국섬 @국가경쟁 @지역발전 @인종차이 @기타---←

@교육 (lJ문명 @독서 @교육 지원 @기타

@가족애

@청소넨이동보호 (lJ예방 청소년 폭력 @예방 아동 학대 @기타

@선거

@재해 (lJ지진 @역병 CZJ홍수 @해일 @기타

@기타

@공익광고소구방식

공익광고 소구방식 분석유목은 〈표2>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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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소구방식 유목

유형

。l성적 소구

강성적 소구

내용

a:논리 설득 소구 @정보 소구

CD긍정적 @보통 cr부정적

이성적 소구

@ 논리 설득 소구 신뢰성이 있는 이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내용

@ 정보 소구: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정보가 주가 되는 내용

감성적 소구

@ 긍정적인 감성적 소구，문제를 해결하거나 만족감의 증가를 소

구하는방법

@ 보통 긍정적인 감성 소구와 부정적인 감성 사이에 있으며 불확

실한감성소구를 말함

@ 부정적인 감성적 소구 운제 또는 소비자의 리스크(risk) 감을

고의로강조하는방법

@공익광고모델유형

본 연구는 김성일(2011)의 연구를 토대로 〈표3>과 같이 광고모텔

유형을 유명인，최고경영자，전문가 그리고 일반 소비자 미퉁장을 분석

유목으로 하였고，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유명인 널리 알려진 유명인모델을사용함으로써유명인의인기，개

성，재능 퉁을 공익광고의사회 이미지에투영시키고자함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지를모델로사용함에따라 권위를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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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문적인 우수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정보와 관련된 종

사자를 모델로 사용함으로써 설득할 수 있음

•일반소비지/일반인 공익광고물에 자주 나온 모댈，수용자에게 자신

과 같은 사회 계층에 속한 듯 유사성과 친밀성을 주어 전달되는 메시

지에 대한 신뢰감을 유도함

〈표3)모댈유형 및 모델정보 분석유목

모텔 <D유명인 9 최고 경영자@전문가 @일반 소비자/일반인
유형 @어린이 @애니메이션@미퉁장 @기타

생별 @냥 @여 @없다{모텔미웅장)@)남녀혼생

원펴앨hn
@주역할ü인 경우)
@보죠역할(j인 경우)

모텔 @배정역할(j인 경우)
정보 역할 @냥주역할，여보조역할(다인)

@여주역할，냥보초역할(다인)
@동퉁(다인)
@기타

3)코딩과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TV방송광고에 표현된 공익광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틀은 네 명의 언

론홍보학과 재학생(한국 학생 2명，중국 유학생 2명)이 코딩하였고 1 코

딩을 실시하기 전에 각 학생들에게 분석 유목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

시했다.

내용분석의 특성상 코딩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인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통해 전체 TV 방송광고불에 해당

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코더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코더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괴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 후 코딩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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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코더간 신뢰도를 측정하기위해 흘스티 공식3)(Holsti’s for-

rnula)을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 결과는 평균 88.2%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이 각 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과 교차분석 (Crosstabulation Analysis)

를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을 위해 카이제곱(x: )검증을사용하였으며，모
든 통계검증은 95%의 신뢰수준으로 검증하였다.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 분석 결과

1. 연도별 공익광고 현황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TV에서 방송된

공익광고물로서 총 147편(한국84편，중국 63편)을수집하였다
먼저 연도별로 공익광고의 떤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한국 공

익광고는 2008년과 2009년에 각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연도에

는 대략 6-7편 정도이었다 반면 중국은 년 간 4편에서 10편까지 편차

가 한국보다는 컸으며 2003년과 2008년에 비교적 많은 편수를 기록하

고있다

2M3) 신뢰도 계수(C.R.) = ._-:".
M+Nι

M= 두 명의 코더 간에 얼치한 코딩의 수
M= 코더 1이 코딩한수

N2= 코더 2가 코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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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한 중 연도열 공익광고현황

힌택 중국

빈도 퍼샌트(찌 빈도 펴센튿 (o/~

2αm년 6 7.1

ZOOI년 6 7.1 15 23.8

2002년 7 8.4

2003년 6 7.1 10 15.9

2004년 6 7.1 4 6.3

2005년 7 8.4 3 4.8

2006년 6 7.1 4 6.3

2007년 6 7.1 4 6.3

2008년 10 12.0 7 11.2

2009년 10 12.0 6 9.6

2010년 8 9.5 5 7.9

2011년 6 7.1 5 7.9

합계 84 100.0 63 100.0

2. 연구문제 분석결과

1)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1> 한국 공익광고와 중국 공익광고의 주제는 어떤 차이점

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표 5>는 공익광고 주제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한국은 사회공중예절 및환경에 대한 공익광고가

가장 많았으며，선거에 대한 광고가 가장 적었다 연례행사가 아닌 선거

를 제외하면 재해와 국민건강에 대한 광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과는 반대로 국민건강에 대한 광고의 빈도가 가



효택과 중국 TV공익광고 비교 연구 275

장 높았으면 선거 및 경제에 대한 광고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사회 공중

예절에 대한 광고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5) 한 중 공익광고 주제별 비교

힌택 중국{편)
주제

펀수 퍼샌트(%) 순위 연수 퍼센트(%) 순위

환경 32 19.0 2 13 10.3 5

국가젠정부적행사 9 5.4 6 12 9.5 6

국민건강 2 1.2 10 25 19.8 l

사회공중예쩔 36 21.4 l 21 16.7 2

봉사 10 6.0 5 3 2.4 10

경제 6 3.6 8 0 0.0 12

국민융합 27 16.1 3 18 14.3 3

교육 4 2.4 9 7 5.6 7

가족애 7 4.1 7 5 4.0 9

청소넨아동보호 7 4.1 7 2 1.5 11

선거 l 0.6 11 0 0.0 12

재해 2 1.2 10 6 4.8 8

기타 25 14.9 4 14 11.1 4

합계 168 100.0 126 100.0

한국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이자 중국의 경우 두 번째로 많

이 나타니는 주제인 사회 공중예정Y질세도덕에 대한 공익광고 주제는

교통질서 및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양국이 비슷한 빈도

를보였다

중국의 경우 1순위 주제인 국민건강에 대한 공익광고 분석 결파，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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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2건인데 비해 한국은 고작 2편에 불과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내용 또한 한국의 경우는 마약 광고만 있으며，중국은 에이

즈에 대한 광고가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익광고 주제 중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주제는 환경에 대한

주제이다 〈표6>은 한 •중 공익광고 주제 중 환경에 대한 세부 주제별

조사 결파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공익광고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광고가 가장 많은 반면에 중랙 1서는 한국에서 전무한 자연보호가

1위를 차지하였고 동물보호에 대한 광고는 전무하였다 기타부분에서는

한국의 경우，“물부족"“일회용품시용자제" “녹색성장"“음식물쓰레

기 줄이기"“에너지”주제 들이며 중국은 “공기오염"“물절약’，“종이

절약”주제 들이었다

〈표6) 한 중 공익광고 환경주제 세부주제별 비교

효댁 중국

빈도 퍼샌트(써 순위 인도 퍼샌트 (0/0) 순위

수질오염 4 12.5 3 0 0.0 3
자연보호 0 0.0 6 6 46.2 2
동물보호 15 46.9 1 0 0.0 3
쓰레기분류 1 3.1 5 0 0.0 3
지원재활용 3 9.4 4 0 0.0 3
기타 9 28.1 2 7 53.8 I

합계 32 100 13 100

한국과 중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주제는 국민융합 주제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국가 모두 애국심에 대한 공익광고가 가장 높은 빈

도를 나타내었으며 중국의 경우 국가경쟁에 대한 광고도 1편 있는 것으



효랙과 중국 TV공익광고 비교 연구 277

로나타났다

국가혜정부적 행λ에대한 공익광고는 한 �중 모두 스포츠 행사광고

가 가장 많았는데，이는 한국에서 개최된 2에2 월드컵과 중국의 2009년
올림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의 경제에 대한 공익광고는 절약이

1면，기타 5편인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경제에 관한 공익광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넨아동 보호에 대한 공익광고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7편중 아동 학대 예방이 5편이었으나 중국은 전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또한 다른 접으로 12년간 한국에는 선거 공익광고가 1편
이 있는 반면에 중국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서는 개

방형 사회주의 법으로 인해 선거에 관한 광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은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것이 각 2편으로 조사되었으나 한국은 전

무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는 지진 영향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

라고 분석된다

한 •중 공익광고 기타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에는 “출

산장려" “인터넷정보및 예절"“부모에대한 사랑."“디문화•다가정”

둥에 관한 광고가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효에대한 교육”，“사회부조

리 척결" “CCTV이미지 제고”，“국민생활”동에관한 광고가 많았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2> 한국 공익광고와 중국 공익광고의 소구방식은 어떤 차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7>은 한 •중 공익광고 이성적 소구에

대한 분석결과로서，양 국 모두 논리설득 소구 및 정보 소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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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 중 공익광고 이성적 소구방식 비교

효댁 중국

빈도 퍼샌트(%) 순위 빈도 퍼센트(써 순위

논리설득소구 47 51.6 I 34 51.5 1

갱보소구 44 48.4 2 32 48.5 2

합계 91 100 66 100

〈표8>은 한 •중 공익광고 감성적 소구에 대한 결과이다.긍정적 소

구가 양 국 모두 가장 비율이 높지만 중국이 한국에 비해 더 높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부정적 소구의 빈도도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8) 한�중공익광고 감성적 소구방식 비교

힌F국 중국

빈도 퍼센트 (0/0) 순위 빈도 떠센드(%) 순위

긍정적 44 57.1 1 45 75.0 l

보통 8 10.4 3 8 13.3 3

부정적 25 32.5 2 7 11.7 2

합계 77 100 60 100

한국과 중국의 연도별 공익광고의 소구방식을 분석한 결과，한국공익

광고의 경우 이성적 소구는 연도별로 확실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감성적 소구 중에서 해가 갈수록 부정적 소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이성적 소구 중 정보소구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감성적 소구 중 부정적

소구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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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3)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3> 한국 공익광고와 중국 공익광고의 모델유형은 어떤 차

이점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표 9>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일반인이 가장 많은 모텔유형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은 유

명인 순이었다，한국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 및 전문가 퉁 전문분야

모델이 1-2편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타부문에서 한국의 경우 “가족"“외국인"“국악인”동의 모

텔유형이 동장하기도 했다.

〈표 9) 한 중 공익광고 모댈 유형 비교

흔택 중국

빈도 퍼센트.(%) 순위 빈도 펴센트(%) 순위

유명인 18 10.7 2 26 20.6 2

최고경영자 l 0.6 7 0 0.0 6

전문가 2 1.2 6 0 0.0 6

일반인 101 60.1 1 67 53.2

어린이 11 6.5 4 8 6.3 4

애니메이션 11 6.5 4 4 3.2 5

미퉁장 10 6.0 5 21 16.7 3

기타 14 8.3 3 0 0.0 6

합계 168 100 126 100

〈표 10>은 한 �중 공익광고 모델 성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양 국

모두 제 1순위로 남녀가 함께 여러 명이 동장한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모델이 동장하지 않는 경

우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남녀의 비율만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는



280 1ft.짧~~，42호

여성 모텔이 중국의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한‘중 공익광고 모델 성별 비교

흔」국 중국

빈도 퍼센트(써 순위 빈도 퍼샌드(써 순위

'à- 14 8.3 4 24 19 3

여 z7 16.1 2 14 11.1 4

모델 미동장 21 12.5 3 25 19.8 2

남녀혼성 106 63.1 1 63 50 1

합계 168 100 126 100

〈표11>은 공익광고 모델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가 모두 여러 명이 동장했을 때 남녀가 동둥한 역할의 경우가 기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1인 모텔의 경우에도 한국과 중국 모두

주 역할이 가장많았다

〈표11) 한 중 공익광고 모델 역할 비교

한국 중국

빈도 퍼샌트(%) 순위 빈도 퍼센트 βQ 순위

주역항 (j얀) 33 22.4 2 35 34.7 2

보조역할 (l인) 5 3.4 5 2 2.0 4

배경역할 (l인) 1 0.6 7 0 0.0

냥주역할， 6 4.1 4 l 1.0 5
여보죠역항

여주역할， 2 1.4 6 2 2.0 4
냥보조역할

동둥 93 63.3 1 55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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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7148131615.913
합계 I 147 1 100 1 1 101 1 100 1

V. 요약및 논의

공익광고는 국가마다 각각 다른 문화 환경과 사회 문제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광고의 초점이 한국과 중국 간에 서로 같지 않다 한국

에서는 공익광고의 ‘공익성’을강조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익광고

의 정의에 있어서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혹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 개혁을 목표로 하며，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

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휴머니즘，공익성，국민성，

비영리성，비정치성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한국방송광고

공λt，2(05) 중국에서 공익광고는 ‘정신문명건설의 일부이고、공익광고

의 질은 국가와 사회 문명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왕중복，1999). 공

익광고의 질은 국가와 장기적인 사회의 이익을 위한 사장과 관념을 전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업적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중국에

있어서의 공익광고 활동은 정치의식，책임의식을 수립하는 것이고 사회

문명의 발전，사회의 안정유지 동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익광고는 사회를 향해 광고라는 형식이 가진 특수한 표현

수법을 써서 대중의 홍미를 끌어올리고，현실의 좋지 않은 풍습과 과실

에 대해 선의의 충고를 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이는 중국의

공익광고란 사회도덕과 정상적인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

야 한다는 것을 얄 수 있는 대목이다，한국과 중￥ II서의 공익광고 개념



282 ~짧쇼('42호

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명백한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기가 어렵다.하

지만 이제까지의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양국 연구자들은

공익광고의 ‘공공성’，‘사회성’，‘문회정’，‘책엄성’，‘비영리성’동을 공익광

고의 특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2년간{2000년부터 2011년까지)한국과 중국 TV 공
익 광고불의 주제，소구방식，광고모델 둥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양국

간에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첫 번째 연구문

제인 한국 공익광고와 중국 공익광고의 주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2애0년대 12년 동안 한국의 공익광고는 사회공중예첼도

덕/질서와환경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교 선거와 재해에 대한

주제는 가장 적게 나타녔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사회공중예첼

도폐질서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둥장했고 선거와 경제에 대한 주제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은 국민건강에 대한 공익광고

를 한국보다 많이 제작하였는데，2003년부터 전염병 방지를 위한 “싸스

(sars)" 광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반해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 광고를 더 많이 제작하였는데，2009년에 한국경제상황이 좋지 않

았을 때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에 관한 경제 공익광고가

많았던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 예첼도덕/질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가 별디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공통된 주제로는 “사회공중 질서/도덕"“매너"

“저작권보호”퉁이었으며，특히 한국에서는 인터넷 예절에 대한 공익광

고가 많았다 한국에서 이 시기에 악성랫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 지살사

건이 많이 보도된 것이 공익광고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사회적소통" “국민화합”，“애국심”동 일치된 단결력

을 보이는 광고가 많았고 중국은 “국가발전"“사회화합”이많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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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양국 모두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과 중국 모두 청소년에 대한 보호(保護)와선도(善導)를

위한 공익광고를 많이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국 모두 청소년의 미

래가 사회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타부문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저출산에대한 출산장려" “인터넷정

보 및 예절"“부모에대한 사랑" “다문화�다가정에 대한 홍보”풍에

관한 광고가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효(孝)에대한 교육" “CCTV
이미지 제고"“국민생활”동에 관한 광고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중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충 �

효 •예 �의 문화와 삐론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질만능주의가 만연하여

퍼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괴를 바탕으로1 양국의 공익광고 주제는 각 나라의 문화

배경，발전상황，발전목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선행연구 결과와 마

찬가지로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공익광고의 주제는 그 시대의 사회

적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 개방적인 민주주의 체제하에 국민들에게 공익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일부분만게협}는 정책)정책이후로 빠른 경제성장과 국제화，그리고

전통적인 충효 문화 유지에 관련된 공익광고가 많았다고 분석된다

다음으묘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한국 공익광고와 중국 공익광고의 소구

방식(이성적소구，감성적 소구)은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은 이성적 소구가 감성적 소구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

다 공익광고의 경우，지식을 얄리고 홍보하며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성적 소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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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반대로 감성적인 소구가 이성적 소구보다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많이 나타났는데，그 이유는 이 시기에 여러

국가적인 재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감성적 소구방법을 사용하여 국

민들을 공감하게 하고 동참시키그l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한국 공익광고와 중국 공익광고 모멜의 유형 및

정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익광고

모텔 유형에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 광고에서는 일반인이 일상생활 안의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공익광고에 많이 동장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텔 다음으로 유명인이 나와서 공익광고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모텔이 동장하지 않고 소리나 영상효과만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티부문에서 한국의 경우는 ‘가족’，‘외국인’，‘국악인’동

의 모텔유형이 동장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그러한 유형은 없었다‘광

고모델 수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다수의 모텔이 동정치>-]-는광고가 가장

많았고，성별에 있어서는 한국은 여성틀이 많이 동장하고，반대로 중국

은 남성 모텔이 많이 동장했다 이것은 한국은 여성의 부드러움과 김수

성，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남성의 역동성 및 진취성을 반영한

것으로분석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

다면，디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사용하였

는데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내용분석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

하지 못하였다 추후 보다 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기 위해서는 한

국과 중국 양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효과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둘째，연구대상을

TV 공익광고만으로 한정하였는데 추후에는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뉴미

디어에 나타나는 공익광고물까지 포함해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과 중국 TV공익광고 비교 연구 285

다양한 매체환경 하에서 종합적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공익광고를 비교

하는 것이 양국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한다，하지

만 현재 한국과 중국 간 외교관계와 통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시점에서，또한 한국과 중국 광고를 비교 연구한 논문들이 부족한 상황

에서，본 연구는 최근 12년간 두 나라의 공익광고를 비교함으로써 각

국에서 중요시하는 공익 이슈들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공익광고의 전개 방빵 II 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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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필율口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TV Public Service Advertising in Korea and China

. ..
Yuan. Y;-Fan . Kim.Hee-Jung

The study an외yzes the contents of topics. methods of appea1 and
model types for the TV public service advertizing(PSA) in Korea and
China. The targets were 84 Korean and 64 Chinse PSA advertised on
TV in both countries from 2이)()to 2011. The results of the topic
ana1ysis showed the two countries have a similar trend for juvenile
issues or hea1th，while the PSA on educations or environmental
problems are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PSA for conservation of
nature、low fertiliψ or multicultura1 families are common in Korea，but
PSA for intemationa1 conference，f미외 piety，loyality or courtesy are
frequently appeared in China.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reflection
of different socia1problems appearing in the two countries; low fertility
and multicultura1 families in Korea，and rapid economic growth and
Materia1ism in China. For the methods of appeals Korean PSA
preferred rationa1 appea1s，on the contrary emotiona1 appea1s were
common in Chinese PSA that want people to participate in nationa1
policy for the olympics and overcoming the nationa1 disaster. The most
common types of model for PSA in Korea are farnily，foreigner，while

* Master of ]ournalism and PublicRelations，C이lege of SocialScience，j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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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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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ous people were the most frequent model type in China. To
highlight the images of mediocrity，multiplicity，and participativeness
multi-models are commonly appeared in PSA in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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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PSA Issues，Appea!，Model Type，Korea，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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