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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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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직면하는 환경

오염, 에너지문제, 복지 및 건강문제

등 다양한 공공문제들은 각종 공공이

익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

러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

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해결방

법으로는 공익광고를 들 수 있다. 한

국 방송공익광고의 출발점은 1981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향

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2월

5일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이라

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시초라 할 수

있 다 ( 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www.kobaco.co.kr). 현재까지 약 32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공익

광고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편이지만 양적 및 질적 면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박재진, 김태우 2013).

공익광고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을 감안하면 집행빈도나 전체 광고비

에서 차지하는 광고비의 비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익광고의 광고메시

지를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장

소에서의 금연문제를 소재로 한 광고

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버스 정류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어든 실정이다. 공익광

고가 다루는 주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수준도 많이 향

상되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설득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김병희 2012).

공익광고의 발전과 더불어 그동안

효과적인 공익광고 집행을 위해 학계

에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일

반적인 상업광고와는 다르게 공익광

고는 광고의 중심경로인 메시지 구성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

를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박재진, 김태우(2013)은 공익광

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함

에 있어 자기 지향성과 타인지향성에

따른 차이, 즉 해석수준이론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으며, 남인용(2001)은 공

익광고의 메시지 효과에 대한 광고주

유형, 메시지 유형, 자기 검색도, 관여

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

병관, 윤태웅(2012)의 연구에서는 공

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메시

지 프레이밍에 따른 효과가 일관되지

못하며, 다양한 조절변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공익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절변인들에 대

한 연구가 더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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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에 따라 서로

다룬 수준에서 해석하고 표상한다고

한다(Liberman and Trope 1998). 예

를 들면, 사람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

원적인 정보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반면, 가까운 시점일 경우에는 세부적

이고 맥락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Chandran and Menon(2004)의 연구

에서는 시간 프레임이 프레이밍 대상

에 대한 구체성과 근접성에 영향을

미쳐 상위수준 처리 또는 하위수준

처리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시간 프레임이 먼 장래

로 조작된 경우, 수용자는 광고를 접

하면서 상위수준 처리를 하여 추상적

이고 비맥락적인 처리를 하게 되고,

긍정 편향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상

위수준 처리를 발생시키는 먼 시간

프레임은 긍정적 프레이밍과 관련된

다. 시간 프레임이 가깝게 조작된 경

우 수용자는 광고에 대하여 구체적이

고 맥락적인 처리를 하게 되는데, 광

고에서 제시된 정보에 민감해지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보다 분석적인 접

근을 보인다. 때문에 하위수준 처리를

발생시키는 가까운 미래를 제시하는

시간 프레임은 부정적 프레이밍과 관

련된다고 볼 수 있다(Mitchell et al.

1997).

박재진, 김태우(2013)가 공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이 광고효과에 미치

는 영향에서 해석수준이론을 적용하

여 심리적 거리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바 있지만, 시간적 거리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해석수준이론을 적용

한 시간적 거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하여 해석수준

이론을 적용한 기존 이론의 확장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공익광고 집행

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공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공익광고는 정부기관이나 공익광고

협의회와 같은 공적기구에서 주관하

여 집행하게 된다. 공익광고협의회에

서 집행하는 공익광고는 주로 사회적

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익광고는

각 정부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된다. 예를

들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집행된 ‘교

통 월드컵 우승 마음만 먹으면 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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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가 있고, 정부기관의 공

익광고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광

고’가 있다(남인용 2001).

공익광고의 발전과 더불어 학계에

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효

율적인 공익광고 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면, 광고의 크리

에이티브와 관련한 내용분석연구(e.g.,

김병희 2012; 송기인, 안주아 2006)와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e.g., 이

병관, 윤태웅 2012; 최현경, 이명천,

김정현 2008)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익광고효의 광고효과를 다룬 연구

들은 주로 메시지 프레이밍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상

업광고와 달리 공익광고는 광고모델

이나 음악, 배경화면 등과 같은 주변

단서들 보다는 주장의 핵심이 되는

광고 메시지 자체가 더 중요한 설득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공

익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공익광고의

주제는 메시지 구성 전략이 일반 광

고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조용석, 황

장선 2007).

  메시지 프레이밍이란 결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다고 하더

라도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박재진, 김태우 2013). 일반적

으로 광고는 광고메시지에서 제안하

는 행동을 했을 때의 긍정적인 결과

를 보여주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다. 광고에서 제안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는 광고 메시지는 긍정적 유형의

메시지라고 하고, 제안하는 행동을 하

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

여주는 광고를 부정적 유형의 메시지

라고 한다. 한편, 공익광고는 개인의

이해득실로 나타나는 일반 상품광고

와 달리 메시지에서 제안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때 결과의

차이가 가시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남인용

2001).

광고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는

Kahneman and Tversky(1979)의 기

대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대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프레이밍 되는가에 따

라 선호 판단이 달라진다고 한다.

Tversky and Kahneman(1981)의 연

구에서는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프레

이밍 되었을 때, 보다 확실한 결과가

제시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외에도 다

양한 분야에서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

과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어졌는데,

Block and Keller(1995)와 Homer

and Yoon (1992)의 연구에서는 부정

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적 메

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

구결과를 보이고 있다(Lev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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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th 1988; Schoorman, Mayer,

Douglas and Hetrick 1994; 조형오,

김병희 2000).

이와 같이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태도가설과 부정편향가설로 설

명할 수 있다. 먼저 태도가설은 광고

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이 제

품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

정한다(송인학 박세영 2009). 즉, 소비

자에게 제시된 메시지가 유용한 정보

를 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적

으로 프레이밍 되면 광고에 대해 부

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광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진

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형성을 순수

정서전이(pure affect transfer)라고

한다(Meyerowitz and Chaiken 1987).

한편, 부정적 프레이밍이 효과적인

경우는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손실회피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Kahneman and

Tversky가 제안한 가치함수에 따르

면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은 손실을 더 큰 것으로 지각

한다. 따라서 이익추구보다는 손실회

피의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부정편향가설에 근거하

면 정보처리에서 긍정적 단서보다 부

정적 단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주목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로서

의 상대적 가치가 더 크게 인식되어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된다(김재휘, 박

유진 2000).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공

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긍정적 프레이밍에 비해 부

정적 프레이밍의 경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

이다.

가설 2 : 긍정적 프레이밍에 비해 부

정적 프레이밍의 경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수용의도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시간적  
   거리의 조절효과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지각되는 시간

적,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서

로 다른 수준의 해석을 표상한다고

한다(Trope and Liverman 2000). 즉,

특정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멀수록 추상적 속성을 다루

고 있는 상위수준해석에 의존하는 반

면,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구체적 속성

에 근거한 하위수준해석에 보다 의존

한다는 것이다. 상위수준해석은 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에

근거하여 대상에 대해 특정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추상적,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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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맥락적, 포괄적인 속성을 중요시 여

기는 반면, 하위수준해석은 평가 대상

에 대한 구체적 속성에 근거하여 대

상에 대해 특정한 추론을 이끌어 내

는 것으로 비구조적, 맥락적, 부차적,

종속적인 속성을 중요시 한다(Trope,

Liberman and Wakslak 2007).

이와 같은 해석수준이론에서 특히

시간적 거리에 초점을 두고 발전된

이론이 시기해석이론(temporal

construal theory)이다. 시기해석이론

에 따르면, 사람들은 해석 대상에 대

한 시간적 거리감이 멀다고 느낄수록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주요 판

단 근거로 하는 상위수준해석을 시도

하며, 시간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보

다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속성들을 중

요시 하는 하위수준해석을 선호한다

고 한다(Liberman and Trope 1998).

즉, 시간적 거리가 멀 때 사용되는 상

위수준 해석은 사건의 일반적 의미

및 목표와 관련된 중심적, 본질적 속

성에 가중치를 두고 표상하는 추상적

수준의 해석이며, 시간적 거리가 가까

울 때 사용되는 하위수준 해석은 상

황에 따라 특별하고, 세부적이고 구체

적인 속성에 가중치를 두고 표상하는

구체적 수준의 해석이다(Trope and

Leberman 2010). 인간은 먼 미래의

상황일 경우 행동을 함에 있어 필요

한 비용보다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득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는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상위수준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에 먼저 가치를 두게 되며, 가

까운 일에 대해서는 하위수준에서 해

석되기 때문에 비용과 같은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기해석이론은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메시지

속성이나 소비자 행동과 관련하여 다

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e.g.,

이병관 2011; 임성준, 윤혜원, 윤용식,

손영우 2009; Dhar and Kim 2007).

Dhar and Kim(2007)은 지각된 심리

적 거리감이 멀수록 제품의 중심적

단서들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보다 효

과적이며,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울수

록 주변단서를 강조한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라 주장하였다. 해석수준이론

을 제품의 구매와 연관하여 양윤과

김민혜(2012)는 구매시점에 대한 심리

적 거리감과 개인의 성향 변수로서

해석수준을 접목하여 메시지 프레이

밍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

면, 시간적 거리감이 멀다고 지각할

경우, 해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

위수준의 해석을 하고 있는, 즉 제품

의 바람직성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해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하위수준

의 해석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용방법

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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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Thomas,

Chandran, and Trope(2006)는 먼 미

래시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는 제품

의 중심속성인 ‘바람직성’을 강조한

메시지가 보다 설득적이며, 가까운 미

래의 구매결정에서는 제품의 주변속

성들이 중심이 되는 ‘실현가능성’을

강조한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Chandran and Menon(2004)의 연

구에서도 시간 프레임이 프레이밍 대

상에 대한 구체성과 근접성에 영향을

미쳐 상위수준 처리 또는 하위수준

처리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상위수준 처리를 발생시

키는 먼 시간적 프레임은 긍정적 프

레이밍의 광고메시지가 보다 효과적

일 수 있고, 하위수준 처리를 발생시

키는 가까운 미래를 제시하는 시간

프레임은 부정적 프레이밍의 광고메

시지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

을 설정하게 되었다.

가설 3 : 시간적 거리에 따라 메시

지 프레이밍 유형이 메시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다. 시간적 거리가 먼 미래를 제시하

는 경우 긍정적 메시지에 대한 신뢰

도가 더욱 높고 가까운 미래를 제시

하는 경 우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신

뢰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가설 4 : 시간적 거리에 따라 메시

지 프레이밍 유형이 메시지 수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시간적 거리가 먼 미래를 제시

하는 경우 긍정적 메시지에 대한 수

용의도가 더욱 높고 가까운 미래를

제시하는 경우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수용의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환경보호와 연관되는 공익광

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가정, 학교 등 주변에서 활발히 시행

되고 있으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제로 공

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이 메

시지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간적 거리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익광

고를 제작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하에서는 실험설계의 주요 내용을 설

명하기로 한다.

1.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2×2 단순 실험설계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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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실험용 광고는 메시지 프레

이밍(긍정/부정)과 시간적 거리(가까운/

먼)의 차이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만들었

으며, 실험에 사용될 광고물은 국내 광고

제작 전문가가 직접 디자인하여 칼라 인

쇄물로 제작되었다. 긍정적 메시지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면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고, 부정적 방향의 메시

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지구온난화가 앞당

겨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간적 거리

에 대한 조작은 환경문제의 특성을 감안

하여 가까운 시간적 거리의 경우 1년으

로, 먼 미래의 경우 20년으로 정하고 광

고물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시간

적 거리의 광고물과 먼 미래의 광고물을

제작함에 있어 환경파괴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제작하였다.

2.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메

시지 수용의도를 측정함에 있어

Cheng et al.(2008)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나는 광고에서 제시

된 정보를 수용하여 따를 것 같다(전

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광고

에서 제시된 정보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에 동

의할 것 같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광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받

아들일 것 같다(전혀 그렇지 않다~매

우 그렇다)’, 4항목에 7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다음으로,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함에 있어 Campbell

and Kirmani(2000)의 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에 대해 믿음이 간다(전

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광고

에서 제시된 정보가 진실해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광

고에서 제시된 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

에 대해 확신이 간다(전혀 그렇지 않

다~매우 그렇다)’ 4항목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결과

3.1 표본의 특성 및 조작의 확인
총 15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실험

참가자들은 상술한 4가지 실험 상황이 담

긴 광고물 가운데 하나에 무작위로 노출

되었다. 실험 참가자 가운데 설문에 불성

실하게 응답한 17명의 설문을 제외한 133

명의 응답이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에 사

용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을 살펴보면, 남자(69명, 51.9%)가 여자

(64명, 48.1%)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 비

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공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217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사용된 메

시지 프레이밍이 의도대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

였을 경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

다”와 “메시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

로 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강

조하고 있다”라는 2문항을 7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작점검 결

과, 긍정적 메시지의 긍정성은 6.2, 부정적

메시지의 긍정성은 2.1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t=24.15; p=.000). 그리

고 긍정적 메시지의 부정성은 2.2, 부정적

메시지의 부정성이 6.9로 나타났고 그 차

이는 유의하였다(t=-26.28; p=.000). 따라

서 피험자들이 긍정적 유형의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부정적 유형의 메시지는 부정

적 메시지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적 거리에 대한 조작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에 제시된 특정 시점(1년 후 혹은 20

년 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7점

척도로 평가하고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두 집단(가까운 vs. 먼 시점)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가까운 시점=1.69 vs 먼 시점=5.98;

t=20.52; p=.000). 따라서 메시지 프레이밍

과 시간적 거리가 연구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3.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의 측정

항목들에 대한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검정하였으며, 메시지

신뢰도와 수용의도의 신뢰성은 각각

0.89와 0.91로 높게 나타나 각 측정항

목 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법

을 사용하였고, 직교회전 방식에 의해

고유값 1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

으며 요인적재량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결과, 추출된

요인들의 총분산은 74.71%로 나타났

으며,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된 항목들의

요인 적재값 중 최저값은 0.628로 높

게 적재되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분

류된 항목들의 적재치 중 최고값은

0.215로 낮게 적재되어 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이 집중 및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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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수용의도 공통성 Cronbach's Alpha

신뢰도1

신뢰도2

신뢰도3

신뢰도4

.628

.869

.911

.819

.215

.201

.164

.171

.651

.797

.829

.804

.89

수용의도1

수용의도2

수용의도3

수용의도4

.203

.165

.206

.197

.839

.857

.784

.845

.749

.768

.651

.748

.91

고유값 4.312 1.691

분산율

(74.71%)
52.83 21.88

<표 1> 종속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3.3 가설검증 결과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이 신뢰도와 수용의도

에 미치는 주효과와 시간적 거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메

시지 유형은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

적 메시지가 긍정적 메시지에 비해 메

시지에 대한 신뢰도(M긍정 = 3.69 < M

부정 = 5.47)와 수용의도(M긍정 = 3.18 <

M부정 = 5.43)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

설 2는 모두 지지되었다.

신뢰도 수용의도

df F 유의확률 df F 유의확률

절편 1 433.553 .000 1 519.724 .000

메시지 유형

시간적 거리

메시지 × 시간적 거리

1

1

1

6.548

.008

5.828

.002

.920

.003

1

1

1

9.642

.012

8.285

.000

.871

.001

<표 2> 가설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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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과 4는 시간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질 때 부정적 프레이밍이 메시지

신뢰도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메시지 신뢰도와 수용의도에 대한 시

간적 거리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과 4

는 모두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다. 먼저, 가까운 시간적 거리의 경우

부정적 메시지가 보다 높은 메시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긍정적 메시

지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멀게 느껴질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메시지 수용의

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메시지 프레이밍과 시간적 거리에 따른 광고효과 비교

종속변수 메시지 유형 시간적 거리 평균 표준오차

신뢰도

긍정
가까운 3.02 .096

먼 4.36 .096

부정
가까운 5.82 .098

먼 5.12 .098

수용의도

긍정
가까운 2.17 .084

먼 4.19 .083

부정
가까운 5.60 .085

먼 5.26 .086

이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Thomas,

Chandran, and Trope(2006),

Chandran and Menon(2004)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시간 프레임이

프레이밍 대상에 대한 구체성과 근접

성에 영향을 미쳐 상위수준 처리 또

는 하위수준 처리를 발생시킨다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상위수준 처리를

발생시키는 먼 시간적 프레임은 긍정

적 프레이밍의 광고메시지가 보다 효

과적일 수 있고, 하위수준 처리를 발

생시키는 가까운 미래를 제시하는 시

간 프레임은 부정적 프레이밍의 광고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

기해석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

볼 수 있다.

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쓰레기 분리수거 공익광

고의 메시지 프레이밍이 메시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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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도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 나아가 시간적 거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메시

지 프레이밍에 관련된 연구가 일반

상업광고에서 주로 이루어진 졌으며,

특히 시간적 거리의 조절효과에 대해

공익광고의 메시지 효과를 검증한 연

구가 미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학계와 실무자에게 큰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프레이

밍의 광고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메시지의 신뢰도와 수용의도가 긍정

적 메시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일반 상업광

고와 공익광고에서 메시지 프레이밍

의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태도

가설과 부정편향가설에 의한 결과로

보이는 바, 본 연구에서는 공익광고에

있어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는 부정

편향가설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광고효

과는 여러 조절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광고메시지의 유형이 시

간적 거리와 상호작용하면서 광고 메

시지의 신뢰도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간적 거리가 가까

울 경우 하위수준의 처리를 발생시켜

부정적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즉,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광고메시지

는 긍정적 메시지보다 부정적 메시지,

먼 미래에 있어서의 보다 심각한 환

경파괴보다 가까운 시점에서의 덜 심

각한 환경파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Thomas et al.(2006)의 연구에서 주

장한 바와 같이 먼 미래시점에 대해

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환경보

호의 ‘바람직성’을 강조한 메시지가

보다 설득적이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

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의 환경파괴와 같은 부정적 측면

을 강조한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공익광고의 메시지 유형

에 따른 광고효과와 시간적 거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실증분석결과

가 공익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

는 다양한 공익광고 중 환경문제와

관련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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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였

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익광고를 대상

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

로, 피험자를 대학생에 한정하여 조사

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연령계층과 소득계층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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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essage Framing in Public Service

Advertising

- Moderating Role of Temporal Distance -

Yu, Ming-Ji
*

The effects of message framing have been major research themes in

marketing and advertising field and several studies on these effects have been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effects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message framing and moderating role of temporal

dist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message typ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essage

reliability and acceptance intention. In addition, temporal distance plays a

significant moderating role between the message typ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various implications in the public

service advertising area.

Key Words: Public Service Advertising, Message Framing, Temporal

Distance, Reliability, Accepta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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