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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른 소비자의 이동통신비 인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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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Media Reports Affect Consumers’ Attitude toward the 
Telecommunication Expense?

Yong Wan Park, Soomin Son
Barun ICT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작위로 선발된 대상자를 4개의 집단(통제집단, 고비용 언론보도 노출 
집단, 저비용 언론보도 노출 집단, 동시 노출 집단)에 배정한 후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성 및 중립성,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 
정도,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저비용 언론보도보다 고비용 언론보도를 더 신뢰
하고 중립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공변량 분석으로 통해 언론보도와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 정도를 제거할 경우, 분산
분석에서 나타났던 신뢰성과 중립성의 차이는 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언론보도와 무관하게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기존의 인식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소비자들
의 고정관념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프레이밍을 활용한 향후 연구도 고려할 수 있다. 
주제어 : 이동통신비, 언론보도, 고정관념, 소비자 학습, 소비자 태도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how consumers’ attitude toward the telecommunication expense was affected by 
news reports through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 (control group, 
high-expense-claimed-media group, low-expense-claimed-media group, and both-exposed-media group), and asked 
to indicate credibility & neutrality toward media report, similarity between media report, and their own thought, 
their attitude toward the telecommunication expense. The result of ANOVA showed that the 
high-expense-claimed-media was perceived more credible and neutral than the low-expense-claimed-media. 
ANCOVA was conducted to eliminate the impact of similarity between media report and their own thought on 
the evaluation of credibility & neutrality toward media report,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Also, participants evaluated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so expensive, regardless of what kind of 
media reports they were exposed. We found that consumers’ prior belief, which telecommunication service was 
expensive, might interrupt consumers’ learning process for new information from media. To resolve the social 
pressure about mobile service rate-cutting,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how to dampen consumers’ stereotype 
about the telecommunication expense. The future research using the framing effect could be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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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동통신망 및 단말기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

해스마트폰은일상생활의일부이자필수적인기기로그

위상이 변화하였다. 과거 음성 및 문자 중심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어디에서나 통화할 수 있는 단순한 통신 기기

로 유선전화의 확장된 기기로서 인식되었지만, 2007년 1

세대 아이폰의 등장 이후 이동통신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로하는다양한활동(검색, 음악감상, 채팅등)에 이

용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다양한 기능의 추가는 단말기

가격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음성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소비패턴변화로인해소비자의데이터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데

이터사용환경을제공하기위해과거와같은가격에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했

다. 과거에 받았던 혜택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졌을지라

도 절대적인 가격대는 증가하였고, 결국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느끼는 소비자들 및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정부와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하나의커다란사

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현재이동통신비가 OECD에가

입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주장을 하

면서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의 당위성에 대해

반박하고있는상황이다[1]. 하지만시민단체들은이동통

신사들이가격인하를할수있으면서도담합을통해과

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향후올바른정책도입및실행을위해서는소비

자들이 이동통신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한연구가필요하다. 기업및제품/서비스에대한소비

자의태도는상황및다양한계기에의해순간적으로변

할 수 있기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태도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특

히새로운정보통신기술이등장함에따라빠르게변화하

는이동통신업계의특성과트렌드에민감한소비자의특

성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중

요하다. 현재 이동통신비에 대한 이슈는 서비스 제공자

인 통신사와 소비자 간의 견해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사는 요금 인

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할 것이다.

통신사의 요금 인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관이 있기

에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언론보도를통해이동통신비에대한정보에노출된소비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동통신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와 저렴하다

고 주장하는 상반된 언론보도에 소비자들이 노출되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이동통신비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언론보도와 이동통신비 인식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경쟁하는 공론의 장

을만들어낸다[2]. 정책의입안과집행에있어서다양한

이슈들이언론보도를통해공론화되기때문에정책과관

련된 여론의 형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3, 4]. 하지만 언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함에도불구하고때로는편향된관점에서기사를작성하

기도한다. 예를들어, 원자력안전사고관련언론보도에

대한연구를보면, 국내언론보도의논조가각언론의성

향(보수, 진보)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하는 편향성을 드

러내고 있음을보여주었다[5, 6].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언론보도 역시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다른태도를보였다 [7]. 또한언론편집부의역할에

대한인식역시사실적보도태도에영향을주는요인으

로 나타났다[8].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PR활동을 통해 언론이라는 공간에서 이슈에 대한 경쟁

을펼치고있음을시사한다[9, 10]. 단순히사회적이슈뿐

만아니라기업의제품및서비스에대한언론보도는소

비자들의태도및기업이미지형성에영향을주고있으

며[11], 산업 전반에대한언론보도역시개별 기업에 대

한소비자들의태도형성에영향을주고있다[9]. 대부분

기업들은 부정적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소비자들이어떻게반응하는지에대해항상주의를기울

여야 한다[13].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들의이동통신비인하요구라는사회적압력으로정부와

이동통신사에게나타나고있다. 이에 정부는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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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행정지도를통한즉흥적, 수시적요금인하유도

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 이용의 편익 대비 비용

에대한분석을통해가계통신비부담과이동통신비인

하 요구의 당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보이려

하고있다[1]. 코리아인덱스(Korea Index)는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요금비교체계로서음성, 문자, 데이터사용량에따

라 통화량 바스켓을 계산하였고, 국가별 물가수준과 구

매력의차이를반영하기위한 PPP환율을적용하여비교

하였다[14]. 그 결과, 국내 이동통신비는 OECD 주요국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

신산업연구원(2015)에서는설문을통해이용자들의서비

스 유형별 지불용의 금액을 측정하여 통신서비스의 총

편익을 계산하였고, 이를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비교하

였다. 분석결과이동통신서비스의비용대비편익은 2.7

배 정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의 상승

과 소비자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에 대한 언론보도는 동일한

요금제에대해비싸다고주장하거나혹은저렴하다고주

장하는 상반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상반된정보가소비자들이제시되고있는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반응하는가에대한연구가 필요하다.

3. 언론보도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정보에 노출되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습득을통해소비자들은대상에대한신념, 태도, 행동의

변화를겪게된다. 이렇게기존의정보와새로이얻게된

정보를통합하여기존의신념체계를바꿔나가는과정을

학습이라고한다[16, 17]. 소비자들은특정제품이나서비

스에 대해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의 통화 품질이 매우 좋다고 인식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믿음이나 생각은 SK텔

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 축적

된경험에서나온것일수도있고, 주변의친구들이나다

른 SK텔레콤 이용자들의 증언이나 구전을 통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SK텔레콤의 통화 품

질이생각만큼좋지않다고이야기를할경우, 그런이야

기를접한소비자는그정보를하나의가설처럼머리속

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의신념을바꾸거나그대로유지하거나혹은강화시키는

방향으로업데이트를하게되며, 이러한정보수집및신

념의 업데이트는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친숙도, 학습

에 대한 동기, 정보환경의 애매모호성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된다[16].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에 노출되지만,

자신들이 접촉한 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주

어진 정보들 중 일부만을 처리하게 되는데, 처리할 정보

의 선택은 목표 하이어라키(Goal Hierarchy), 주의

(Attention), 동기 (Motivation) 등 다양한요소에의해영

향을 받게 된다[18].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의 특징 중 하

나는소비자들은자신들이가지고있는생각과일치하는

정보를편향적으로처리하는경향을보인다는점이다[17,

19]. 미국의대통령선거토론을시청한공화당지지자들

은 공화당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평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가 더 잘했다고 평가 한다[20].

즉, 자신과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불일치하는 정보

는 거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판단 및 결론과 일치

하는정보는그렇지않은정보에비해더정확하고타당

하다는판단을한다[21, 22]. 또다른예로, 사형제도의찬

성자와반대자들이사형제도에관한실증적연구를어떻

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두 방향의 연구를 편향적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23, 24]. 사형찬성론자들은 사형을 찬성하는 연구가 더

설득력이 있으며 더 잘된 연구라고 평가했으나, 사형반

대론자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태도가 강하고 자

주표현하는사람일수록더욱강하게나타났다. 즉, 소비

자들은자신들의취향에맞는정보를선택적으로처리하

는경향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25].

현재 이동통신비에 대한언론보도는크게 2가지 성향

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논조의 언론보

도와저렴하다는논조의언론보도가혼재되어있는양상

이다. 비싸다 혹은 저렴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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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거 이전에 소비자들이 상

반된내용의언론보도를접하였을때어떻게반응하는가

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 관심의 초점은 이동통

신비 인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

응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요

금인하라는행정지도및비용대비편익지수개발을통

한 대응을, 기업은 실제 이동통신비가 비싸지 않다는 주

장을 되풀이하고 있다[1]. 하지만, 이동통신비를 비싸다

고느끼는소비자들의인식이가계통신비에대한부담으

로나타나서가격인하요구라는사회적압력으로표출되

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변화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코리아 인덱스처럼 국가의 물가 수준

과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동통신비를 비교하였

을때우리나라의이동통신비수준은저렴하다고나타나

있다[1]. 결국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비교에도 불구하

고 이동통신비 인하 요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소비

자의 인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

펴보았듯이 소비자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처

리하며그에따라자신들의믿음이나태도를업데이트한

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동통신비에 대한 언론보도에

노출되어서도동일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

이동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언론보도는 생산자를 옹호해

주는기사이지만, 비싸다는언론보도는소비자들을옹호

해주는 기사로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며,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언론보도에는 더

많은 신뢰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동통신비

가 비싸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고수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4. 언론보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통신비 
인식 실험

4.1 실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이동통신비에 대한 언론보도가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종류의 언론보도, 즉 이

동통신비가저렴하다고주장하는언론보도(이하 ‘저비용

기사’)와 비싸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이하 ‘고비용 기

사’)에 노출된소비자들이어떤반응을보이는지를검증

하기 위해 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 experimental

design)를 사용하였다. 언론보도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

에서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 문항에 응답한 집단(이하

‘통제집단’), 이동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응답한 집단(이하 ‘저비용 집단’), 이동통신비가 비싸

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응답한 집단(이하 ‘고비용 집

단’), 2개의 언론보도를모두본후 응답한 집단(이하 ‘동

시노출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국리서치의 패널을 이용

하여실험참가자를모집하였으며, 총 211명이실험에참

가하였다. 실험참가자 중 남성은 107명, 여성은 104명이

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8명, 30대가 84명, 40대가 59명,

50대가 25명, 60대 이상이 5명이었다. SK텔레콤 이용자

는 92명, KT 이용자는 69명, LG U+ 이용자는 40명, 알뜰

폰 이용자는 10명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4개의 그룹

(통제집단, 저비용 집단, 고비용 집단, 동시노출 집단)으

로무작위배치되어서응답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및 공변량분석(ANCOVA)을 이용

하여 수집된 응답을 분석하였다.

4.2 실험 자극 및 절차
실험 절차는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

선, 실험 참여자들에게 개괄적인 실험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실험을 위한 만들어진 언론보도를 읽게 하였

다. 언론보도 내용은 실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

성하여 만들었으며,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 포털

인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 기사 형태로 제작하였다. 저비

용 기사에서는 “OCED 34국 평균대비 韓통신비 15~40%

낮아”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실험참가자에게 제시하였

고, 고비용 기사에서는 “직장인 80% “휴대전화 요금 여

전히 비싸다””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실험참가자에게

제시하였다 [Fig. 1, 2]. 제시된 언론보도는 30초가 노출

하였는데, 실제 30초가 지나야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있도록설정하여실험참가자들이동일한시간에노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들의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

식을측정하기 위해 2개의문항, ‘현재 지불하고 있는이

동통신비에 대한 인식(1= 매우 저렴하다, 7= 매우 비싸

다),’ ‘기대대비지불하고있는이동통신비(1= 매우낮다,

7= 매우높다)’를 사용하여측정하였다. 이후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성(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 매우 신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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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및 중립성(1= 전혀중립적이지않는다, 7= 매우중립

적이다), 본인생각과의일치여부(1 = 전혀일치하지않

는다, 7= 매우 일치한다)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사

용하는 이동통신사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문항을 측정

하였다. 다만, 동시노출 집단에서는 저비용 기사와 고비

용기사를동시에보기때문에각각의기사에대한신뢰

성, 중립성, 본인생각과의일치여부를모두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이실험의도를파악해서그대로응답하려는현

상(demand artifact)을 회피하기위해 2개의다른언론보

도(현대자동차에대한언론보도, 가전제품해외직접구매

에 대한 언론보도)를 노출시키고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그에 따라 실험참가자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언론보도를

읽고 그 언론보도에 대한 문항을 답한 후 이동통신비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언론보도를

읽고 관련 문항들에 답하였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4.3 분석 결과
이동통신비에대한인식을비교하기전에언론보도의

신뢰성및중립성을실험참가자들이어떻게평가하였는

지 분석하였다. 통제집단에 배치된 실험 참가자들(N =

53)은 언론보도에 대한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신뢰성 및 중립성에 대한 문항을 물어보지 않았

고, 그에따라이분석에서는제외되었다. 저비용기사와

고비용기사에대한신뢰성및중립성, 자신이가지고있

던 기존 생각과 언론보도와의 일치 정도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3개의 집단을 2개씩 짝지어서 비교 분석하였다.

즉, 저비용 기사 집단(N = 51)과 고비용 기사 집단(N =

53)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론보도의 방향성에 따라 소

비자의인식이변화하는가를살펴보고자하였으며, 저비

용기사집단과동시노출집단(N = 54)의 저비용기사에

대한반응을비교함으로써저비용기사에대한소비자의

인식이 고비용 기사의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았다. 마

찬가지로 고비용 기사 집단과 동시노출 집단의 고비용

기사에대한반응을비교함으로써저비용기사의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신뢰성과 중립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석

(ANOVA)을 각각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저비용 기사

집단과고비용기사집단간의차이를검증하였고, 그 결

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F신뢰성(1,

102) = 63.64, p < .001; F중립성(1, 102) = 52.15, p <

[Fig. 1] Low Expense Claimed Media Report 

[Fig. 2] High Expense Claimed Medi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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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구체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은 저비용 기사(M =

3.27)보다 고비용기사(M = 5.17)를 더 신뢰하였으며, 언

론보도의중립성에대해서도저비용기사(M = 3.17)보다

고비용기사(M = 4.85)를 더 중립적이라고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각과의 일치 정도가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성 및 중립

성에대한판단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

존 생각과 언론보도의 일치 정도가 언론보도의 신뢰성

및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자 본인 생각과의

일치 여부를 공변량(Covariate)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언론보도의내용과자신이가지고있

던기존의생각과의일치정도는신뢰성및중립성판단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신뢰성(1,

101) = 123.45, p < .001; F중립성(1, 101) = 104.99, p <

.001), 공변량분석에서 저비용기사와고비용기사간의

신뢰성 및 중립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ps > .10). 즉, 분산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으나, 본인 생각과의 일치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

할경우저비용기사와고비용기사간의신뢰성및중립

성에차이가없어졌음을알수있었다. 결국, 소비자들이

고비용 기사를 더 중립적이고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은

그 내용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었고 파악된다.

저비용 기사 집단과 동시노출 집단에서 저비용 기사

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기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저비용기사와고비용기사를동시에읽은집단과저

비용기사만읽은집단이저비용기사에대해느끼는신

뢰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확인하기 위한 분산

분석결과를보면, 10%유의수준에서신뢰성과중립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F신뢰성(1, 103) = 3.45, p = .066; F중

립성(1, 103) = 2.78, p = .099). 저비용 기사에 대한 신뢰

성은저비용기사만읽은집단(M = 3.28)보다 고비용기

사와저비용기사를모두읽은집단(M = 2.78)에서더낮

게 나타났으며, 중립성에 대해서도 저비용 기사만 읽은

집단(M = 3.17)보다 고비용 기사와 저비용 기사를 모두

읽은 집단(M = 2.76)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즉, 고비용

기사와 저비용 기사를 함께 읽은 집단이 저비용 기사를

더 신뢰하지 못하고 중립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에

서와마찬가지로언론보도와실험참가자들이가지고있

었던 기존 생각과의 일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

기 위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언론보

도의 내용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의 일치

정도는신뢰성및중립성판단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

으로나타났으나(F신뢰성(1, 102) = 124.37, p < .001; F중

립성(1, 102) = 138.11, p < .001), 신뢰성과중립성의차이

는나타나지않았다(ps > .10). 즉, 고비용기사와저비용

기사를 동시에 접한 실험 참가자들이 저비용 기사를 덜

신뢰하고덜중립적이라고평가한이유는자신들의생각

과일치하는고비용적기사를읽음으로써저비용적기사

를더저평가하는현상이일어났기때문이다. 반면에, 저

비용 기사와 고비용 기사를 동시에 읽은 집단과 고비용

기사만 읽은 집단이 고비용 기사에 대해 느끼는 신뢰성

과 중립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분석하고자 실행한 분산

분석 결과를 보면, 신뢰성과 중립성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나타나지않았으며(ps > .10), 공변량분석결과역시

차이가나지않았다(ps > .10). 다시 말하면, 고비용기사

를보도한언론의신뢰성및중립성에대한평가는저비

[Fig. 4] Perceived Neutrality of Media Report

[Fig. 3] Perceived Credibility of Medi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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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사의노출에는영향을받지않았음을알수있었다.

이동통신비에대한인식을종속변수로하여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이동통신

비에대한소비자인식은집단간의유의미한차이가나

타나지않았다(p > .10). 구체적으로보면, 언론보도에대

한노출이없이이동통신비에대한응답을한통제집단

(M = 5.87), 저비용기사집단(M = 5.51), 고비용기사집

단(M = 5.91), 동시노출집단(M = 5.70) 간에는통계적으

로유의미한차이가없다. 결국언론보도노출여부와관

계없이 실험 참가자들은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노출되더라도 언론보도의

방향성(이동통신비가 비싸다 vs. 저렴하다)과 관계없이

이동통신비는비싸다고판단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다

시 말하면, 어떠한 언론보도가 나오더라도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ig. 5].

앞에서 실행했던 언론보도의 신뢰성 및 중립성 판단

에 분석 결과를 보면, 실험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동

통신비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의 일치 정도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 역시 소비자들이

가지고있는기존의생각이영향을주고있기때문에, 이

동통신비에대한인식을종속변수로, 언론보도내용과의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 정도를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공

변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제 집단에 배치된 실험 참가

자들에게는자신이가지고있던기존생각과언론보도와

의 일치 정도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변량 분석에

서는 제외하였다. 동시노출 집단은 이동통신비에 대한

기존생각과언론보도와의일치정도를저비용기사에대

한문항과고비용기사에대한문항으로 2번측정하였다.

그에따라공변량분석은저비용집단과고비용집단, 저

비용 집단과 동시노출 집단, 고비용 집단과 동시노출 집

단으로각각짝을맞춰서분석하였다. 즉, 저비용집단과

고비용집단을대상으로하는공변량분석에서는종속변

수를이동통신비에대한인식으로, 공변량은언론보도와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 정도로 설정하였고, 저비용 집단

과 동시노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에서는

저렴하다는언론보도와자신의생각과의일치정도를공

변량으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고비용 집단과 동시노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에서는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언론보도와자신의생각과의일치정도를공변

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동시노출 집단과 고비용

집단, 동시노출 집단과 저비용 집단을 비교할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s > .10). 하지만, 저

비용집단과고비용집단을비교하였을때에는소비자들

의이동통신비에대한인식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F(1,101)=5.16,p = .025). 공변량 분석을 통해 조정된 평

균값을 보면, 저비용 집단의 이동통신비 인식(M = 5.40)

은 고비용 집단의 이동통신비 인식(M = 6.03)보다 통계

적으로유의미하게낮게나왔다 [Fig. 6]. 즉, 이동통신비

가 비싸다는 실험 참가자들의 기존 인식을 제거할 경우

에이동통신비가저렴하다는기사를접한소비자들이비

싸다는언론보도를접한소비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이

동통신비가저렴하다고생각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결국, 소비자들의이동통신비가비싸다는인식이이동통

신비가저렴하다는정보를받아들이는것을방해함을알

수 있었다.

[Fig. 5] Perceived Telecommunication Expense from 
Results of ANCOVA

[Fig. 6] Perceived Telecommunication Expense from 
Results of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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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논의 및 연구의 한계점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비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성 및 중립성 평가

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비에 대한 생각과의 일

치정도에따라결정됨을알수있었다. 간단한분산분석

결과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비가 저렴하다는 기사보다

는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기사를 더 신뢰하고 더 중립

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변량 분석을

통해 언론보도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과의 일

치정도가주는영향을제거할경우에저비용기사와고

비용기사에대한소비자의신뢰성및중립성에대한차

이가사라짐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소비자들이판단하

는언론보도의신뢰성이중립성이자신들이가지고있는

생각과얼마나일치하는가에 따라달라짐을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는언론보도의내용및노출여

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

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성 및

중립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 생

각과의 일치 여부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제

거하자 분석 결과가 달라졌다. 공변량 분석을 통해 조정

된 평균값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동통신비가 비싸다는

언론보도에 노출된 경우보다 저렴하다는 언론보도에 노

출된 경우에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하다고응답하였다. 다만, 공변량분석을통해조정된평

균값이라는점을명심해야한다. 공변량분석결과, 저렴

하다는 언론보도에 노출된 경우 소비자들의 이동통신비

인식이 낮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비싸다

는언론보도에노출된소비자들의이동통신비인식이더

강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들이 가지는 이동통신비에 대한 인식이 낮다 혹은 높다

고결론내리기보다는상대적인차이가나타남을확인하

였다고해석하는것이더정확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새로운 정

보를접하더라도기존의생각이방해물로작용하는현상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이동통

신비에대한실제언론보도들을검색하고이를바탕으로

실험 자극을 조작하였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동통

신비에 대해 높은 관심이 가지고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이슈이기때문에실제상황과일치하는언론보도를제시

하고소비자들의자연스런반응을비교하는방식을선택

하였다. 즉, 실제로보도된기사내용을바탕으로만들었

기때문에고비용기사와저비용기사간의내용에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외생 변수가

영향을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는한계점이발생하

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를 최대한 통제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

도의 방향성(고비용 vs. 저비용)에 따라 보도된 기사의

신뢰성및중립성이어떻게영향을받았는가를살펴보았

다. 종속변수로 다룬 언론보도의 신뢰성 및 중립성은 그

보도를 다룬 매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및 중립성에

영향을받을수있다. 즉, 주요 일간지및공중파뉴스채

널을통해나온보도와인터넷신문사를통해나온보도

에대한신뢰성및중립성은다를수있기때문에매체에

대한신뢰성과중립성을고려하지못한것역시본연구

의 한계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반영하고보완하기위해보도매체를독립변수로추가하여

언론보도내용과의상호작용효과를검증해야할 것이다.

5. 시사점 및 맺음말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

는 고정관념(Stereotype)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다. 사실에 기초한 고정관념이던,

잘못된 정보에 의한 고정관념이던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 혹은 정부

는 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태도, 행동

등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지만, 고정관념에 대한 이론

들은 집단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서 그런 고정관념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26]. 고정관

념이 한번 형성되면, 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방어적으로변하며좀처럼이를바꾸지않는

다(e.g., [27, 28]). 하지만, 조건및 상황에 따라고정관념

은 변화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 모형들(부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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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keeping Model), 전향모형(Conversion Model), 하

위유형화 모형(Subtyping Model), 사례기반 모형

(Exemplar Model))을 통해 고정관념 변화 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26].

고정관념에 불일치하는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 각각의 모형들은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에 대해 다

른 예측을 하게 된다.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는 다

양한사례들에걸쳐서나타날수도있으며, 한 가지경우

로 집중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부기모형 (Bookkeeping

Model)은 고정관념과 반대되는사례들이 조금씩누적되

면서소비자들이가지고있는고정관념이점진적으로변

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기모형에서는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불

일치 사례를 제시해야 고정관념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본

다. 만약 이동통신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기 모

형을 따른다면, 이동통신사 및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

해 지속적으로 이동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정보를 제시해

야만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향모형(Conversion Model)은 고정관념의변화가 극적

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즉, 고정관념과 불일치되는

정보가 집중되어서 불일치의 강도를 크게 느낄 때 소비

자들의고정관념의변화가일어나지만, 불일치되는정보

가 분산되어서 나타나면 그 강도가 약하게 느껴지고 결

국 고정관념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본다. 만약

이동통신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전향모형을 따른다

면, 강렬하고 명확한 불일치 정보의 제시를 통해 소비자

의인식을변화시킬수있을것이다. 반면하위유형화모

형(Subtyping Model)은 불일치 정보가 집중되어서 나타

날 경우, 이를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 고정관념의

변화가일어나지않는다고본다. 즉, 불일치정보가집중

되어서 나타날 경우, 전향모형은 고정관념이 바뀐다고

보지만, 하위유형화모형은고정관념이변화하지않는다

고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사례기반 모형(Exemplar

Model)은 고정관념이추상적으로존재하지않고개별사

례별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며, 사례의 전형성에 따라 다

르게일어난다고파악한다. 소비자들은기존에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 및 판단을 유지하고 하는 편향(status

quo bias)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정보를찾거나주어진정보를자신들의생각과

일치하는방향으로해석한다. 그렇기때문에소비자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소비자들이가지고있는이동통신비가비싸다는

고정관념(Stereotype)을 변화시키기위해서는 한국의 이

동통신시장이라는 맥락에서 4가지 모형들 중 어느 모형

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동통신망의급속한발전과스마트폰의확산으로인

해소비자들은일상속에서스마트폰을다양하게활용하

고 있다. 과거 음성통화 중심에서 현재는 데이터 중심으

로 사용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요금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말기의 고성능화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고성능 단말기 선

호현상과짧은교체주기는이동통신에들어가는비용의

급격한상승을일으키고있다[29]. 그에 따라소비자들은

일시불로 단말기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이동통신요금

에 합산하여 24개월 할부로 지불하는 것이 보편화된 상

태이고, 그 결과 이동통신비와 단말기 구입비용을 구별

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인식하기에 더욱더 비싸게 인

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액 결

제를할때통신과금서비스를사용하며그사용금액은

이동통신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며[30], 그로 인해 이동통

신비를 더 비싸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와 상

반된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즉, 지금까지의저비용언론보도가소비자들에게받아들

여지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결국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

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제시하

는방법, 즉프레이밍방법을고려해봐야할것이다. 프레

이밍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태도 및 선택이 바뀌는 효

과는많은연구들을통해증명되어왔다 [31, 32].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소액결제 혹은 단말기 가격 등을 분리하

여인식할수있도록분리프레이밍을활용할경우소비

자의이동통신비인식에어떻게변화하는지도향후좋은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소비자들을 비롯한 시민단

체들의통신비인하요구는정부및기업이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인 것은 분명하며, 이동통신비와 소비자의

인식간에는차이가존재하고있다. 본연구의결과는소

비자들이가지고있는고정관념으로인해그와불일치하

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정

보를보면서자신들의믿음을강화하고있는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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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간극을 줄

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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