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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는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이 정책이 미치는 개인 인 혜택이 매우 추상 일 뿐 아니라

혜택의 수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PR 메시지가 개인에 한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하는 친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때,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차이를 보고자 하 다. 즉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도, 여도, 그리고 인구

통계학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 다. 즉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성 소구가 정책수용에 더 효과가 크고,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성 소구가 더 효과가 컸다. 여도의 경우 정책수용효과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었으

나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요인 역시 소구유형과의 상호작

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은 정책수용에 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연령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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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policy acceptance(attitude formation and

intention of action) is affected by the message appeals(rational vs. emotional) when policy PR

messages emphasize prosociality, an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rust in government,

involvement, and demographic factors as moderating variables. Although message appeals does

not show any difference by itself, interaction effect is observed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message appeals; the rational appeal is more effective to those with low trust in government

while the emotional appeal is more effective to those with high trust. No other interaction effect

is founded but involvement, gender, and age group show important main effect in policy

acceptance; high-involvement group and female group are more favorable in attitude toward

prosocial policy and behavior intention compare to the each of counterparts, whereas older group

is more favorable in behavio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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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는 정책집행을 통해 자원을 동원·배분·조정하는

데 이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제로 한다. 그러나

천성산 터 이나 양 송 탑,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증 되고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도 증폭되어 더 이상 ‘동의’와

‘합의’가 순탄하게 조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부 내에도 과거 행 으로 시행되던 권 ,

하향 정책결정 방식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

키고 자칫 강력한 항까지 래할 수 있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확산되었다[1].

근래에는 정책PR에 민간 PR 문가의 도움을 활용

하는 등실질 인진 을 보이고는 있으나아직은 소통

보다는 달에만 치 하는 공보 인 성격이 강한 편이

라, 정책PR에 한 심에 비해 그에 한 이해는 여

히 부족한 편이다. 정책PR에 한 학술 인 연구도 비

슷한 실정이다. 실제로 정책수립에 여하는 행정학 분

야에서는 소수의 연구만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

[1-3], 부분의 연구는 언론ㆍ홍보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언론ㆍ홍보분야의 연구도 연구주제가 주로 정부

홍보담당자의 역할이나 인식[4], 홍보 략[5-7]과 평가

[8]와 같이 다분히 정부의 홍보 실무자와 실무 략 분

석에 을 둔 연구들이 부분이다. 메시지를 분석할

경우에도 주로 내용분석을 통한 유형분류가 많았고

[9][10]. 홍보 메시지의 세부 인 향에 한 연구[11]

는 상 으로 드문 편이다. 물론 메시지 이 에

한 연구가 최근에 증하는 추세이나[12], 부분의

연구가 건강 련 캠페인이거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련 공익 캠페인에 국한되어 있고[13][14], 정부의 일

반 정책에 한 홍보메시지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정책은 일반제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개인이 취사

선택할 상이 아니다. 정책은 정부 는 공공기 이

공 목표(공익)를 달성하기 하여 마련한 장기 인

행동지침이고, 기본 으로 합법 인 강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15]. 정책마다 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개인이자의 으로정책의 상이 될지 안될지를 선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개인들에게 직

으로 미치는효용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으로 정

책에 무 심하거나 소극 , 피동 인 태도를 가지는 경

우가 많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개인의 소극 인

항까지 일일이 통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을 해서는 정책 상자가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이익을 효과 으로 설득하여 자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성격과 상을 불

문하고 정책의 궁극 인 목표는 공익 구 이므로, 국민

개개인의 불편함과 희생이 따를 수있지만 정책의 근본

목 을 공 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 과 장기 인

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효과 인 정책PR을 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

겠지만. 궁극 인 목 을 살펴본다면 기본 으로는 국

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

정된 정책에 극 동참하도록 설득하기 한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것인지에 한 연구도매우 요한작업이

다[16]. 정책PR이 단순히 정책을 알리는 고지과정이 아

니라 공감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설득과정이 되기 해

서는 메시지의 구성이 그만큼 요하다[17]. 메시지의

내용과 구성방식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

치며[17][18], 이는 정책PR이라 하여 외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 하 듯이 정책PR 연구에서 메시지

에 한 세부 인 연구는부족한 바, 본연구는 정책PR

메시지 유형과 수용자 개인의 심리 요소가 정책 수용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개인 인 이익보다는 지역이나 국가와 같은 포

인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타인지향 친사회성

(prosociality) 메시지를 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개인 인 선호가 나뉠 수 있는 일반제품에

한 PR 메시지와는 달리 정책PR이 제시하는 사회 공

익 메시지의내용은 사회 반 으로어느 정도합의가

된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

사회성 정책PR 메시지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어

떻게 말할것인가와 련된 표 방식에 더 많은 심이

필요하다[12].

정책홍보 메시지를 표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 인 방식 하나가 이성

소구(rational appeal)와 감성 소구(emotion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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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공익

캠페인에서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는 거의 동일한

빈도로 사용되었지만[10], 어떤 소구유형이 정책수용에

더 효과 인지에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소구유형에 따른 정책PR 효과에 을 맞추고자

한다. 한 정책PR 메시지가 단선 으로 정책수용에

향을 미친다고 보기는어렵기 때문에, 공 이 정책홍

보의 주체인 정부기 에 해 가지는 신뢰도, 정책 상

에 한 여도, 그리고 공 의 인구통계학 요인이

메시지 효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

II. 문헌연  연 가

1. 정책PR  정  친사 (prosociality) 메

시지

정부의 PR활동을 설명한 연구들을 보면 학자마다다

양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행정홍보[20], 행

정PR[21], 정책PR[8], 혹은 국정홍보[4][5], 정부

PR[22][23]과같이 서로 다른 용어로 명명해 왔으나, 이

들 모두 정부가 주체가 되는 PR활동을 설명하는 개념

이라는 데는 암묵 으로 합의하고 있다[16].

정부가 주체가 되는 PR활동은 업무범 에 따라 “행

정PR”과 “정책PR”로 구분할 수 있다[3]. 행정PR은 정

부의 국내외 국정운 반에 련된 신뢰구축과 정보

제공 활동을 지칭한다면, 정책PR은 어떤 특정 정책이

나 특정 사업에 국한된 PR활동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책PR도 후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사회가 구성원 모두의 사익을 다충족시킬 수는없다

는 실을 고려하면공익이 실 되기 해서는 소수 혹

은 다수의 구성원이 다소의 사익을 제해야 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목 이 기본 으로 공익달성이

라면 공익을 실 하기 한 메시지는 인간의 이타성

(altruism)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타성은타인의 복지내지 이익을지향하는성향이며 외

보상에 한 기 가 없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다

[24]. 이타성과 유사한 개념인 친사회성(prosociality)은

친사회 행동과 친사회 선호(preferences)라는 두

개의 상호보완 인 범주로 구성된다[25]. 친사회 행

동은 타인과 조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타인을 돕는

등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해 의도된 행동이다.

이 게 표출되는 친사회 행동들은 타인을 이롭게 하

고 싶은 내 선호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다. Caprara와

그의 동료[26]에 의하면, 한 개인의 친사회성에 해서

는 유 (heredity)의 향이 발견되긴 하지만, 직 친

사회 행동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심리 구조를 통해

재된다고 한다.

기존의 공익 고나 캠페인의 주제 혹은 메시지 지향

성을 연구한 논문은 주로 타인지향성(help-others)과

자기지향성(help-self)[11-13][27], 혹은 공공강조/개인

강조 소구[28]를 다루면서 어떤 성향의 메시지가 더 효

과 인지를 연구하 다. 공공강조나 타인지향성은 이

타성을 바탕으로 타인을돕기 한가치 표 설득으

로, 친사회성과 유사한 개념이고, 자기지향성은 자기

심성(egoism)을 바탕으로 벌을 피하거나 보상을 얻기

해 스스로를 지키는 성향을 이른다.

그러나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정책은

연이나 백신 종을 권장하는 정책에비해 개인에게 설

명할 혜택이 매우 추상 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을 개인

이 직 으로 느끼기 어렵거나 다음 세 에서야 혜택

이 나타난다는 에서 정책PR 메시지의 성격도사회친

화 혹은 타인지향 메시지를 띨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연구하고자 하는 정책PR 메시지의

기본방향을 친사회성 메시지로 국한하고자 한다. 사회

가 복잡해지고 력의 범 가 국가를넘어서 로벌 차

원까지 넓 진 상황을 감안하면 공익을 해 개인의 양

보와 조를 요청할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그런 경우

친사회성이 다른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

반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합하다고 단하기

때문이다[29][30].

2. 메시지 ( 적  감 적 )

소구유형(appeal)이라 함은 고에서 많이 이용되는

개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태도에

향을 목 으로 커뮤니 이터가 메시지에서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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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자 하는 주장이나 결론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식”을 말한다[31]. 이러한 소구유형은 학자

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 왔지만, 가장 표

인 분류는 1930년 에 개발된 이성 소구(rational

appeal)와 감성 소구(emotional appel)일 것이다[32].

그 이후 논증식(argument-based)/감성 (emotional) 분

류[33]나, 정보 (informational)/ 이 (transformational)

분류[34]로 이어지면서 여 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

이다.

다시말해 이성 소구는 논증식/정보 고와 유사

한 개념으로 주로수치나 객 인 정보를 심으로 소

비자가갖고 있는문제에 한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소

구유형이다. 이에 반해 감성 소구는 감성 / 이

고와 유사한 분류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비자의 정 인 체험, 감성 인 공감을 불러일으키

는 성격의 소구이다. 이와 같이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를구분하는 것은 설득 메시지가 태도와행 의 변

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차이를 의미한다[35].

이성과 감성의 구분과 연 하여 이타성 친사회성

을 일으키는 원동력에 해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비롯한타인의 생존을 해 행하는 이타

행동의 근본이 이성이라는 주장과 여러 사회 계를

효과 으로 활용하고 이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감

정이라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36]. 한 자선행 를

설득하는 메시지 연구에 있어 과거에는 감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시각이 강했지만 설득

기능에있어 이성에 한 호소역시 필요함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37]. 이타 행동을 유발하기 해서는 죄

책감, 분노와 같은 감성을 자극하는 쪽이 더 유효하다

고 보는 입장이 주류 고[38] 도와 상자의 도덕심

이나 돕는 사람에게 미칠 피해 등과 같은 이성 요인

은 오히려 이타 행동을 조 하는 매개 역할로 주로

다루어졌다[39].

그러나 이타 행 의 근원을 다룬많은 연구는결국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상호 계를 이타 행

의 근본 요소로 악했으며, 남을 돕는 것이 개인

으로 직 인 이익은 없을지라도 결국 자신이 속한 집

단을 이롭게 하여 궁극 으로는 자신에게 이롭다는 이

성 설득 역시 유효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떤 소구가 더 효과 인지 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선과 련된 연구 외에도 이성/감성의 상 인우

월성 설명은 립 이다. 이성 소구는 특정 행 에

한 이익이나 손해 등의 정보를 객 ㆍ논리 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이 상 평가에 용할 기 을 바

꾸게 되고 캠페인이나 고 기획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성 인 추정을 하게 된다고 보는 설명[38]이 있는가

하면, 정서가 인지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는 연구를 토

로 감성 소구가 고 주목율과 태도를 정진시키며

행동변화에도 향을 미친다는 입장도 있다[39]. 기존

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이성/감성 혹은 정보 /감

성 메시지 어느 유형이 더 효과 인가와 련된

논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는어느 한

유형이 더 효과 이라고결론내리기 힘들다. 이는 기존

의 연구들에서 어떤 소구유형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주제, 노출상황, 표 집단의 성향 등맥락에따라다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소구유

형의 상 우 한 상황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37]는 에 기본 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여

러 가지 상황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에 친사회

성 정책홍보 메시지 소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친사회성 정책PR 메시지의 소구 유형에

따라 정책수용에 차이가 있는가?

3. 정  신뢰도

정부 신뢰도는 정부의 국정운 이 국민의 기 에 부

응한다는 믿음의 정도[40], 혹은 정부의 역할수행에

한 국민의 정 기 [41]의 정도등으로 설명된다. 학

자들은 정부신뢰도가 정책 수용에끼치는 향에 해

서 심을 가져왔고,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에 한 신

뢰가 공 의지지를 일으켜 정책 성공에 향을미친다

는 의견에 체로 동의한다[42][43]. 정책이 아무리 바

람직하고 필요하다 해도그 정책을만들고 집행하는 정

부에 한 공 의 신뢰와 지지가 약하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힘들다. 약간의 정치 불만족 혹은 정치 인

무 심의 존재는 정치 시스템의 유연성과 정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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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

가 정부에 한 불신으로 확 된다면 유연성은 크게 축

소될 것이다[40].

정부 신뢰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정책홍보 메시지가

더 효과 일지에 해서는 휴리스틱 vs. 체계 모델

(heuristic-systematic model)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

다. 한 개인이 행동과 단을 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기본과정이 있는데, 인지과정을최소화하여 ‘ 문가들

이 믿을만하다’거나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등의 직

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휴리스틱 처리와 극 이고

인지 으로 논증을 거치는 체계 처리로 구성되어 있

다[44].

정보원에 한 신뢰도는 휴리스틱 처리를 거치게 하

는 요소 하나이다[50]. 즉, 사람들은 높은 신뢰도를

가진 정보원의 메시지일 경우, 분석과 해석의 과정 없

이 쉽게 수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에

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책PR 메시지를 휴

리스틱 처리하게 되고, 반 로 정부에 해 낮은 신뢰

도를 가지고 있다면 체계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를 메시지 유형에 용해본다면, 정부 신뢰도가 높을

경우에는 직 단과 휴리스틱 처리가 용이한 감성

소구 의정책PR 메시지가 더 효과 이고, 정부 신뢰

도가 낮을 경우에는메시지의 정보성과 실제성에 더 집

하게 되어 이성 소구의 정책PR 메시지가 더 효과

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1: 정부 신뢰도에 따라 정책PR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태도와 행동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정부신뢰도가높은집단은이성 메시지보

다 감성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정책수용에

한 태도가 더 우호 이고,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감성 메시지보다 이성 메시지에

노출될 때 더 우호 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1-2: 정부 신뢰도가 높은 집단은 이성 메시지

보다 감성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정책 수

용행동에 더 동의할 것이고,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감성 메시지보다 이성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정책 수용행동에 더 동의할 것

이다.

4. 여도

공 은 정책홍보 메시지가 자신의 심분야를 다루

고 있을 때 더큰 호기심을가지고 집 하게될 것이다.

특정상황에서어떤 제품이나 상황 등에 해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요성, 련성, 심도 등을 여도라고 하

고, 이는 일종의 동기 속성을 지니고 있다[13].

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에

서는 여도에 따라 메시지가 심 경로(central route)

와 주변 경로(peripheral route)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

해 처리된다고 본다[45]. 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능동

인 정보탐색이 이 지고 정보처리 과정이 정교해지

는 심경로를 거치는 반면, 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메시지 자체보다 주변 상황과 맥락에 련된 지엽 인

정보에 더 많은 향을 받게 되는 주변 경로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공 은 정책이 다루는 사안에 해 여

도가 높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신념을 동

원하여 메시지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제공

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풍부해야 효과 이며, 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정보 자체에 한 단보다는 감성을 자

극하는 메시지가 더 효과 일 것이다[46].

공공정책문제에 있어서도해당 정책에크게 련 있

는 공 은 그 문제에 한 인식이 잘 형성되어 있고 활

발하게 커뮤니 이션 하는 등 행동이 극 인 편인데,

이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이기 해 능동 으로 정보

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47]. 이 때 추구하는정

보는 정확하고 객 인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여도

가 높다면 구체 이고 이성 인 정보를 원한다. 반면,

여도가 낮다면 공 은 그들이 처리하는 정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않는다고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

으로 여도에 따른 메시지소구 유형의 효과가 다음과

같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 2: 정책주제에 한 여도에따라정책PR메시

지 유형에 따른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정책 주제에 한 여도가 높은 집단은 감

성 메시지보다 이성 메시지에 노출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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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책수용에 한 태도가 더 우호 이고,

정책 주제에 한 여도가 낮은 집단은 이

성 메시지보다 감성 메시지에노출될경

우 정책수용에 한 태도가 더 우호 일 것

이다.

가설2-2: 정책 주제에 한 여도가 높은 집단은 감

성 메시지보다 이성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에 정책 수용행동에 더 동의할 것이고,

정책 주제에 한 여도가 낮은 집단은 이

성 메시지보다 감성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정책 수용행동에 더 동의할 것이다.

5. 통계학적 과 메시지  계

친사회성 정책PR 메시지는 메시지를 하는 공 의

인구통계학 요인에 따라 정책수용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 이

고 직 력이 더 뛰어나며 타인의 상황에 민감한데 반

해, 남성은 여성보다 이성 이고 객 인 상황 단을

더 잘 해내는 경향이 있다[48]. 따라서 정책PR 메시지

가 감성 소구일 때는 여성에게, 이성 소구일 때는

남성에게 더 효과 이리라 상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인의 여건에 한 심과 이해, 공감능력은 보통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27]을 고려

할 때, 메시지의 유형과 상 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정

책PR 메시지에 더 우호 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무

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일반 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49][50]. 정부 신뢰도

가 낮을수록 이성 소구 메시지가 더 효과 이고 정부

신뢰도가 높을수록 감성 소구 메시지가 더 효과 일

것이라는 앞선 연구결과를 용하여, 친사회성 정책PR

메시지를 했을 때연령이 낮을수록 이성 소구 메시

지가 더효과 이고연령이 높을수록 감성 소구 메시

지가 더 효과 이라는 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

가 높을수록 정치를 포함한 사회 반 인 문제에 해

은 집단보다 심도 높은 경향이 있어 이성 인 메시

지에 더 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연령

에 따른 태도나 행동의도에 차이가 상되기는 하지만

메시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상하기에는 립되는 설

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수 역시 메시지효과의차이를 상할 수있다.

일반 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탐색 평가에 한

능력이나 흥미가 높기 때문에[51] 고학력 집단은 이성

소구 메시지가 더 효과 이고, 반 로 학력 집단

에게는 감성 메시지가더 효과 이리라 상된다. 그

러나 연령과 교육수 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그간 우리

사회의 학력수 이 상승한 경향이 있어 은 집단의 학

력수 이 연령 가 높은집단보다 높을 수가 있기 때문

에 교육수 에 따른 메시지 효과 차이가 어떻게날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메시지 소구유형이 메

시지 효과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조 변인의 역할을

하게 될 인구통계학 요인들에 해서는 가설보다 연

구문제로 설정하 다.

연구문제 2. 친사회성정책홍보 메시지의 소구유형이

정책수용에미치는 향은 인구통계학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 )에 따라 달라

지는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해보고자

하는 바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II. 연  

1. 실험메시지 제 과 사전점검

친사회성 정책PR 메시지를 달하는 실험물을 제작

하기 해 환경정책 하나인 탄소포인트제를 선택하

다. 탄소포인트제는 공 이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효과가 당장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장

기 인 실천을 통해 지구 공동체와 생태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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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다. 따라서 탄소

포인터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이나 건강 련

정책과 달리 기본 으로 타인과 사회 체를 배려하는

이타성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어 자기지향 , 혹은 개

인강조메시지보다친사회성 강조에 더 무게를 두는 메

시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히 높기 때문이다.

실험에 사용할 탄소포인트제에 한 메시지는 기존

에 발표된 보도자료, 언론기사, 고 등을 참고하 으

며,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사회, 환경난민, 멸종 기 동

물 등 타인에게까지 도움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친

사회성 메시지로 제작하 다. 이성 메시지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폐해를 객 인 사실과 수치를 심으

로 설명하 고(해수면 상승 높이, 이재민수, 멸종 식물

의 비율등), 감성 인 메시지에는 연민을 일으킬수 있

는 사례(수면상승으로 삶의 터 을 잃을 투발루 국민,

빙하가 녹아 서식지를 받는 북극곰)를 심으로 서

술하 다.

이성과 감성을 강조한 각각의 본문뒤에 우리나라이

산화탄소배출량순 와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는

간단한 문구가 동일하게 첨가되었다. 메시지 제작물 하

단에 탄소포인트제에 해 자세히 모르는 응답자를

해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 다.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 홍보메시지를제작함에 있어 소구 내용만 다를 뿐

제목과 분량은 같게 통제하 고, 이미지나 그래 없이

텍스트로만 구성하 다.

실험물이 의도 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직장인

58명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소구의 유형

을 측정하기 해 기존 문헌[52][53]을 바탕으로 4문항

(‘논리 이다/감성 이다’, ‘객 이다/주 이다’, ‘사

실 이다/추상 이다’, ‘명확하다/막연하다’)을 선정하

여 1 ~ 5 까지의 의미분별척도로 측정하 다. 각 실

험물에 한 평가는 이성 소구(M=2.40)와 감성 소

구(M=3.90)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05, p< .001).

2. 주  변  조 적 정  조사  진행

2.1 신뢰도  여도

정부 신뢰도는 실험에 사용된 정책이 탄소배출제인

만큼 정부기 은 환경부로 한정하여 평가하 다. 구체

인 척도는 선행 연구를 바탕[41][54]으로, 총 8개 항

목(정의실 노력, 소수 이익보호 정책, 공정한 업무처

리, 효율 인 산처리, 집행과정의 법 수, 문성, 청

렴성, 믿음직함)을 구성하고 5 척도(‘ 아니다’=1

∼‘매우 그 다’=5)로 각각 평가하 다.

정책주제에 한 여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문

항을 선정하고 5 척도로 측정하 다[55][56]. 구체

인 문항은 환경문제에 해 ‘평소에 련기사 읽는 정

도’, ‘ 련 문제에 한 심’, ‘해당 주제에 해 느끼는

주 의미’, ‘ 련 내용에 한 화 정도’, ‘정보의 개

인 인 요성’으로 구성되었다.

2.2 메시지 과  정책 수용 

공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에는

순응(compliance)과 수용(acceptance)이 있다. 행정학

에서는 오랫동안 “정책지시, 정책이 요구하는 행동, 규

정된 규칙과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순응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1]. 순응은 내 인 이해와 공감에

한 제 없이 외 으로 드러난 행동이 특정한 규범

는 규칙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이 맞추어진 개념

이다. 반면 정책수용은 외 행동변화 뿐 아니라 내면

가치체계나 태도의 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57].

정부와 공 간 방향 커뮤니 이션을 실 하고, 안정

․장기 인 정책수행을 이루기 해서는 당연히 표

면 인 순응이 아니라 수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을 정책PR 메시지 효

과라고 보고, 정책수용과 련된 태도와 행동의도를 종

속변인으로측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58][59]을 바

탕으로 태도와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각 4문

항씩 작성하여 5 척도(‘ 아니다’=1∼‘매우 그

다’=5)로 측정했다.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탄소

포인트제의 성공 인 정착기 ’, ‘확산의 바람직성’, ‘환

경변화 순응에 한 성’, ‘효과에 한 기 성’이 포

함되었고,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지속 인

참여’, ‘ 극 인 조’, ‘가입 권유’, ‘생활불편 감수정도’

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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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 진행  집단  

본연구는 문 온라인 조사회사를통해 서울시를제

외한(서울시는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에코마일리지를

별도 운 ) 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

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각 응답자들은 미리 만들어

진 두 개의 메시지 유형(이성 소구 친사회성 정책홍

보 메시지와 감성 소구 친사회성 정책홍보 메시지)

무작 로 하나에만 응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응답

에 참가한 자 도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자를 제외

한 후 최종 으로 유효한 데이터는 390건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390명 성별 비율은 비슷하 으며

(남성: 198명(50.8%), 여성이 192명(49.2%)), 연령별로

도 고른 분포를보 다(만 19-29세: 81명(20.8%), 30-39

세: 74명(18.9%), 40-49세: 81명(20.8%), 50-59세: 77명

(19.75%), 60세 이상: 77명(19.75%)). 교육수 으로는

고졸 미만 12명(3.1%), 고졸 100명(25.6%), 학 재학

33명(8.5%), 졸 212명(54.4%), 학원 재학이상 33명

(8.5%)으로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신뢰도와 여도 측정값의 수와

비율을 근거로 고신뢰집단과 신뢰 집단, 고 여도

집단과 여도 집단으로 나 었다. 집단 구분이

한 지를 알아보기 해 독립집단 t-test를 한 결과고신

뢰 집단(M=3.46, SD=.417)은 신뢰 집단(M=2.25)에

비해 정부에 한신뢰의 정도가유의하게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4.94, p<.001). 여 집단(M=2.86)과

고 여 집단(M=3.93)도 두 집단의 여도 평균값을 비

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24.53, p<.001).

IV. 연 결과

1. 메시지 에 따  차  

연구문제 1은 친사회성 정책PR 메시지 소구 유형(이

성 소구와 감성 소구)에 따라 정책에 한 태도와

수용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태도

형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록 이성 소구 메시지

를 한경우(M=4.31, SD=.57)에 감성 소구메시지를

한 경우(M=4.19, SD=.70)보다 더 정 인 태도를보

이기는 하 으나,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나(F=1.82, p> .05), 메시지 소구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 졌다[표 1]. 행동의도

역시 메시지 소구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F= .031, p>.05)[표 2].

표 1. 변량 결과 –정책수용에 한 태도

Source df MS F p η2

메시지 1 .623 1.820 .178 .005

정 신뢰도 1 3.469 10.132 .002 .026

여도 1 7.391 21.585 .000 .054

별 1 2.042 5.963 .015 .016

수 1 .013 .038 .845 .000

연 2 .266 .776 .461 .004

x신뢰도 1 5.330 15.567 .000 .040

x 여도 1 .540 1.578 .210 .004

x 별 1 .072 .210 .647 .001

x 수 1 .012 .035 .853 .000

x연 2 .172 .502 .606 .003

차 376 .342 　 　 　

이성소구와 감성소구의 효과에 한 서로 상반된 입

장을 주장한기존 연구와달리 본연구에서는 친사회성

메시지의 소구유형의차이는 그 자체로는정책PR 수용

태도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앞에서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메시지

소구유형별 효과를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 한

바와 같이신뢰도, 여도, 인구통계학 요소와결합할

때 메시지 소구유형의 차이가 나타는지 후속 으로 확

인하 다.

2. 정  신뢰도  

비록 정책에 한 태도나 행동의도에 메시지 소구유

형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 수 간의 상호작용(F=15.57, p< .001)효과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부 신뢰도가 낮을때는 감성 소구(M=3.90, SD=.70)

보다 이성 소구메시지를 한 집단(M=4.29, SD=.59)

이 더 호의 인 태도를 형성하고, 정부 신뢰도가 높을

때는 이성 소구(M=4.33, SD=.55)보다 감성 소구메

시지를 한 집단(M=4.49, SD=.57)이태도가 더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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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표 1].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신뢰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행

동의도에도 나타났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때에는 감성

소구(M=3.36, SD=.78)보다이성 소구 메시지를

한 집단(M=3.76, SD=.69)이 더호의 인 행동의도를 보

여주었고, 정부 신뢰도가 높을 때는 이성 소구

(M=3.78, SD=.70)보다 감성 소구 메시지를 한 집단

(M=4.15, SD=.65)이 더 호의 인 행동의도를 보여주어

연구가설 1-2도 지지되었다[표 2].

이 결과는 결국 정부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이 더 호의 으로 반응하는 메시지 소구유형에는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부 신뢰도의 주

효과도 나타나(F=10.13, p< .01),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동일하게정부에 한 신뢰도가높은 집단은낮은 집단

보다 정책PR 메시지에더 호의 인 태도와 행동의도를

형성한다는 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표 2.변량 결과-정책수용에 한 행동 도

Source df MS F p η2

메시지 1 .012 .031 .861 .000

정 신뢰도 1 4.746 12.218 .001 .031

여도 1 20.451 52.645 .000 .123

별 1 2.588 6.661 .010 .017

수 1 .004 .010 .922 .000

연 2 4.980 12.820 .000 .064

x신뢰도 1 8.369 21.545 .000 .054

x 여도 1 .075 .194 .660 .001

x 별 1 .000 .000 .988 .000

x 수 1 .044 .113 .737 .000

x연 2 .280 .721 .487 .004

차 376 .388 　 　 　

3. 여도      

정책주제에 한 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그 주제와 련된 정책PR 소구유형에 따라 효과가 다

를 것이라는가설 2를 검증하기 해, 여도 수 과 소

구유형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비록 여도가

낮은 집단은 감성소구(M=3.29, SD=.75)보다 이성소구

(M=3.44 SD=.65)에 다소호의 인 반면, 여도가 높은

집단은 이성소구(M=4.01, SD=.62)보다 감성소구

(M=4.14, SD=.66)에 더 호의 인 태도를 보 지만 이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F=1.58, p> .05)

가설 2-1은 기각되었다[표 1]. 행동의도 역시 여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F=.19,

p>.05) 가설 2-2도 기각되었다[표 2].

반면 정책에 한 태도형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여도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21.59 p< .001; F= 52.65, p< .001). 즉 특정 정책에

여도가 높은 집단(M=4.45, SD=.57)은 메시지의 유형

에 상 없이 여도가 낮은 집단(M=4.01, SD=.65)보다

친사회 인 정책PR 메시지에 호의 인 태도를 형성하

고, 더 강한 행동의도(고 여 집단: M=4.07 , SD= .64 ;

여 집단: M=3.36 , SD= .71 )를 보여주어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 다(F= 52.65, p< .001).

4. 통계학적      

인구통계학 인 요소(성별, 연령, 교육수 )별로 정

책PR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바, 정책수

용에 한 태도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고[표

1], 정책수용에 한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성별과 연령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2]. 교육수 은 어떤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성 , 감성 메시지로 소구유형이 다른 정

책PR 메시지를 했을 때의태도차이에는 향이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성별 F= .21, p> .05; 교육수 F=

.04, p> .05; 연령 F= .50, p> .05). 행동의도 역시 인구통

계학 요소들과 메시지 소구유형간의 상호작용은 나

타나지 않았다(성별 F= .00, p> .05; 교육수 F= .11,

p> .05; 연령 F= .72, p> .05 ).

부연하자면 남녀에 따라 선호하는 메시지 소구유형

에는 차이가 없으나, 메시지 유형과 상 없이 여성

(M=4.35, SD=.60)이 남성(M=4.15, SD=.66)보다 메시지

에 한 태도가 우호 으로 형성되었고(F=5.96 p< .05),

행동의도에 있어서도 여성(M=3.87, SD=.74)이 남성

(M=3.63, SD=.7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6.66, p< .05)[표 1][표 2]. 연령 역시 소구유형에 따

른 차이는없었으나,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장년층(

년 M=3.81, SD=.69; 장년 M=3.98, SD=.73)이 은 층

(M=3.27, SD=.76)보다 정책PR 메시지를 수용할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F=12.82, p< .001). 그러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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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에 한 태도에는 연령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 .78, p> .05)

V. 결   논

본연구는 정책에따라서는 정책수용의 혜택이지구

온난화 방지와 같이 매우 추상 이며, 혜택의 발 역

시 장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이 정책수용을 설득할 PR

메시지가 주로 개인들의 이타성에 호소해야 하는 친사

회성 메시지인 에착안하여 메시지 효과에 향을 주

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 다. 우선 사회지향 정책

PR 메시지의 소구유형(이성 소구/감성 소구)이 정

책 수용(태도형성/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

고자 하 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부 신뢰도, 여

도, 인구통계학 요인이 정책수용 과정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체 으로 봤을 때 메시지의 소구유형만으로는 친

사회 인 정책PP 메시지가 일반 공 들의 태도나 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 개개인이 정부기 에 해 가진 신뢰감의

정도에따라서는 소구유형에 의해 정책 수용정도가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가설 로 정부에

한 신뢰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수치를 포함한 세부 이

고 객 인 정보를제공한 이성 인 메시지가 더 효과

인 반면, 정부에 한 믿음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공감을일으킬 수있는 감성 메시지가 정책수용에

한 태도나 행동의도에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정보원에 한신뢰가 높을경우 사람들은분석

과 해석의 인지 과정을 최소화하여 쉽게 수 하는 휴리

스틱 정보처리과정을 채택하는 반면 신뢰성이 낮은 경

우는 극 이고 인지 으로 논증을 거치는 체계 인

정보처리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객 ,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성 메시지 소구에 더 우호 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44][50].

이처럼 정부신뢰도에 따른 메시지 소구유형의 효과

차이는 이성/감성 소구유형의 상 우월성이 상황요

인에 따라 좌우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다시 한 번 입증

하는 결과이다. 다만 정부 신뢰도는 조 변인으로 작동

하 으나 여도와 인구통계학 요소들은 메시지 소

구유형의 효과를 조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나타나 이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 PR에 해서도 요한 함의를 제공

한다. 우선 여도가 메시지 효과에 요한 은 구체

인 정책을수립하기 에 해당 문제에 한 국민들의

심을 높일 수 있는 사 홍보가 매우 요하다는

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 으로 시행되기

해서는 국민들의 심도를 높이기 해 사 조사 단

계부터 국민들과 소통하고 여론을 반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한 정부에 한 기본 인 신뢰도 역시 정책

에 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요할 뿐 아니라, 신뢰도

가 높고 낮음에 따라 더 효과 인 메시지 유형이 다르

다는 도 밝 졌다. 정부 신뢰도가 요함에도 불구하

고 단기간에 신뢰수 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정책PR 메시지를 구성할 경우해당 공 의 신뢰수 을

감안하여 이성 혹은 감성 소구유형을 선택할 단

근거를 제공한 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사 주제로 선정한 탄소포인트제가 강제성

이 약한 인센티 제여서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환경부

의 공권력을 실감하지 못한 채 공공 캠페인 정도의 강

도로 정책 메시지를 받아들 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

다. 둘째, 친사회성 정책홍보 메시지를 한 후 정책에

한 정 인 태도와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의도가 발

생하는 단계까지는 검증하 으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

질지에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다. 상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타성에 의존해 친사회

성을 강조해야만 하는 정책PR 메시지에 해 세부 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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