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으
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10∼2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

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양쪽 청력이 손실된 이 연령층의 환자수는 

4173명이었으나 2016년 4326명으로 증가했고, 한쪽 
청력은 정상이고 반대쪽 청력만 손실된 경우는 2015년 
2316명에서 2016년 2357명으로 늘어났다[1].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0대 연령층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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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10∼20대 연령층이 소음성 난청을 경험하는 비율은 전체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심각한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
과 자기효능감 정보제공(유/무)에 따라 구성된 청력손실 예방 메시지가 공중의 청력손실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청력손실 예방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는 지각
된 위험과 미래지향 시간관 설정했다. 이 연구는 공중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력손실 예방 캠페인
을 진행할 때 메시지 전략 및 실행 효과 측면에서 메시지 내용 표현방식과 전달방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 중심어 :∣청력손실∣예방∣캠페인∣메시지∣공익∣
Abstract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ir 10s and 20s 
experience noise-prone hearing is so serious that it can lead to serious hearing later 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hearing loss prevention public advertisement message on the hearing loss 
prevention intent of the acceptor according to the type of framing(positive/negative) and self-efficacy 
information provision (provide information/do not provide information). The perceived risk and future 
time orientation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rticipants were set as variables that could 
influence the message effe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ssage expression method and effective 
message delivery method in the aspect of message strategy and effect of execution when promoting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hearing los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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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3분의 1 가량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령층 중 소음성 난청에 시달
리는 비율은 전체의 2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다.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청각세포에 
무리가 가는 적정 음량을 벗어난 큰 소음에의 반복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난청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
으로 알려져 있다[2].

이 시기에 소음성 난청을 앓게 될 경우 이후 심각한 
난청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나 소음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
자들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 요소로 메시지의 
구성과 전달방식을 꼽을 정도로 메시지는 공중을 설득
하여 행동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 메시지는 건강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득 프레임)이나 건강 행동(손실 프레임)을 실행함으
로써 초래하는 손실의 측면에서 구성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실제
로 동일하더라도 개인의 자기보호 행동이나 건강 행동
을 수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들은 이득과 손
실 프레임된 메시지 중 어떤 유형의 프레이밍이 보다 
설득적인가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3-5]. 따라서 현재 실무자들이 건강 증진 메시지를 어
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메시지 프레이밍 연구와 관련해 사용된 효능감 
변인은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캠페인의 설
득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
하여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메시지 프
레이밍과 자기효능감을 결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고 
메시지 유형별 효과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청력손실 예방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보건, 예방 및 산업의학 및 예방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
져왔다. 예를 들어, 청력손실 예방 대책 및 방안, 음향기
기 사용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음과 개인의 소음
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실천이 청력손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음향기기 사용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나 청력손실 예방 대책 및 방안, 소음과 개인의 소음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실천이 청력손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이 연구는 공중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
력손실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때 메시지 전략 및 실행 
효과 측면에서의 메시지 내용 표현방식과 전달방법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난청은 노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성 난청 등 다른 난청 증상과 비교해 
소음성 난청은 일상 속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예방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
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 및 의의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프레이밍 유형 (긍정/부정)과 자기효능감 
정보제공 (유/무)에 따라 구성된 청력손실 예방 메시지
가 대학생들의 청력손실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다. 개별 참여자들의 청력손실 예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는 지각된 위험과 
미래지향 시간관을 설정했다. 

  
Ⅱ. 이론적 논의 

1. 전망이론

전망이론은 가치가 최종적인 자산(final asset)보다
는 이득과 손실에 의해 부여되고, 확률이 결정의 가중
치에 의해 대체되는 기대효용 이론의 비평을 제시하며 
개발된 대안적인 선택이론[6]으로, 건강행동에 관해 프
레임된 설득 메시지들의 효과를 고찰하는데 있어 출발
점이 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제시되는 대안
들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 다시 말해 개
인이 잠재적 이득과 손실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실험
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건강 권고안들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건강 권고
안을 따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득에 의해 혹은 개
인이 건강 권고안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손실에 의해 프레임될 수 있다[7]. 전망이론은 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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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득과 손실의 두 가지 유형의 메시지 프레임에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설명을 제공한다.

그 동안 여러 건강관련 영역에서 이득 프레임과 손실 
프레임 중 어떤 프레임이 설득효과가 상대적 우위에 있
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Gallagher & Updegraff(2012)[8]의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예를 들어, 피부암 예방, 금연과 신체활동에 있
어서는 이득 프레임된 메시지가 손실 프레임된 메시지
보다 예방 행동을 독려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병의 조기발견을 권장하거나 메시지 수용자의 
태도 및 의도로 설득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에서는 프레
이밍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8][9].

한편,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정치효능감 수준과 관여
도 수준이 수용자의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
구에서는 프레이밍과 정치효능감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관여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이 유의적이었다[10]. 국
제기아 돕기 활동을 옹호하는 메시지에 미치는 개인의 
이타적 성향과 메시지 프레이밍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
에서 이타적 성향은 긍정적/부정적 프레이밍과 상호작
용하여 국제자선활동에 대한 메시지 반응에 영향을 미
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이타적 성향 수
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긍정 프레이밍에서 유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11].      

2. 자기효능감

Bandura(1977)[12]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은 사회인
지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Bandura는 동기, 수행, 반복
된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같은 기대가 결과와 행동반응
을 결정한다고 제시한다. Bandura는 기대치를 자기효
능감과 결과 기대치의 두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기효능
감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확신으로 정의된다면, 결과 기대치란 
주어진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정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대처 행동을 촉발시키기 때문
에 행동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즉, 사람들의 행동은 행동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신념, 태도, 의도와 행동간의 다양

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피부 자가진단, 
유방암, 금연, 운동,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관련 영역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피부 자가진단을 행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이득과 손실 프레임된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검증한 
Riet 등(2010)[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행동의도
에 대한 이득과 손실 프레임된 정보효과를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서 이득과 손실 프레임된 메시지의 설득효과는 차별적
이지 않은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참여자들의 경우 
손실 프레임된 메시지가 이득 프레임된 메시지에 비해 
피부 자가진단을 행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
했다. 한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 등
(2008[1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환자의 
경우 정보추구는 걱정,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득과 손
실 프레임된 헬스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입증되어왔으며, 건강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틀 안에
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다. 

3. 지각된 위험

건강과 관련한 위험 지각은 건강행동의 변화를 유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 지각은 
의도적(deliberate) 지각, 정서적 지각, 직관적 지각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과거의 경험과 현저한 
위협의 사례들, 정서를 바탕으로 이들 유형 중 의도적
인 건강관련 위험 지각이 형성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전에 개인의 위험 지각은 위험 또는 피해 수준
과 그러한 위험 혹은 피해의 발생 가능성, 다시 말해 심
각성 즉, 특정한 위험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설명되었다[15].

점점 더 많은 문헌이 위험지각이 형성되는 방법을 조
사했다. 위험 지각은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영역 특정적(domain-specific)이기 때
문에 그것들은 일반적인 성향적 낙관주의와는 경험적
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실제로, 사람들이 위
험 지각을 형성할 때 개인이 특정 위협을 구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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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증거가 있다. 여러 연구들이 성향과 영역 특정적
인 낙천주의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낙관적인 위험 지각을 가지고 있는 성향적 
낙관주의가 높은 개인은 위협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건강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위험지각은 위협에 대한 숫자 정보(numeric 
information)를 포함하므로 숫자 정보를 생성, 이해 
및 사용하는 능력은 위험 지각의 형성과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수리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개인
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치 원칙에 기반하여 사용할 가
능성이 더 높으며, 위험 지각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편
향을 덜 취약하게 하며, 관련 없는 정보를 위험 지각에 
통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증거는 보여준다. 그러나 
위험지각은 숫자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반영한다는 증거가 있다. 더욱이 위험지각은 개
인에게 가장 현저하거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위험지각은 종종 미디
어 노출에서 위협이 표현되는 빈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위험 지각은 또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16]. 메시지 변인(메시지 프레이밍/소구유형)과 수
용자 변인(지각된 위험/자기검색도)을 중심으로 지구온
난화 경고 광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정현
(2008)[17]의 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
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에서 광고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가 더 높았다. 

4. 미래지향적 시간관 

미래지향성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떤 시점에 중심을 
두는가와 관련해 사람들이 갖는 일반화된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미래지향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행
동이 미래에 가져올 결과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
래지향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당장의 이익과 손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18].

사회감성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미래를 개방된 것으
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건강행동의 선택’과 같은 그들의 

미래를 최적화하는 목표를 우선시하는 반면, 보다 제한
된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유
지’와 같은 감성적으로 의미있는 목표를 최대화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미래에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삶에 남겨진 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미래
를 제한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장기적인 건강 관련 목
표를 훼손할 수 있다[19].

이것은 또한 건강 행동에서 단기적 감정 조절 목표로
의 동기 부여 초점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감
성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초점 변화는 건강 관
련 정보수집, 처리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   

그 동안 미래지향성과 건강행동간의 관련성을 규명
하기 위한 연구들은 약물남용, 성 행동, HIV 대처, 암 
검진, 자외선 차단제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20-25]. 

정형외과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 관점이 환자들
의 계획 및 운동목표 달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한 Ziegelmann등의 연구[26]의 경우, 확장된 미래지
향적 시간 관점을 지닌 환자들이 제한된 관점을 지닌 
환자들과 비교해 계획 및 운동목표 달성 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서 말하면, 건강행동은 높은 수준의 동기 부여
와 자기 조절, 그리고 단기적, 장기적, 혹은 평생에 걸친 
목표, 노력, 혜택 간의 조정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미
래지향성은 건강행동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 연구
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메시지 프레
이밍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메시지 내 효
능감 정보 포함 여부(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지각된 위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미래지향 시
간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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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메시지 프레
이밍 유형 및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조작점검 

실험은 2×2 요인설계 (긍정/부정 프레이밍 vs. 효능
감 정보 포함/효능감 정보 포함하지 않음)의 형식으로 
피험자간 설계를 이용했다. 실험자극물로는 4개 유형 
(긍정/효능감 정보 포함, 긍정/효능감 정보 포함하지 
않음, 부정/효능감 정보 포함, 부정/효능감 정보 포함하
지 않음)의 메시지를 사용했다.

메시지 프레이밍과 효능감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4개 
유형의 실험처치물이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20명의 피험자들(각각 5명)을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이 네 문항들로 질문했다. (1) 이 메시지
에는 메시지에서 권고되는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2) 이 메시지에
는 메시지에서 권고되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강조되고 있다. (3) 이 메
시지에는 청력손실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
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메시지에는 청력손실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전조사를 통해 조작점검을 실시한 결과, 긍정 프레
이밍에 노출된 집단과 부정 프레이밍에 노출된 집단간
(M=5.31, SD=1.49/M=5.28, SD=1.40)에, 효능감 정
보 포함/효능감 정보 제공 유(有)/효능감 정보 제공 무
(無)에 노출된 집단간(M=4.43, SD=1.61/M=4.57, 
SD=1.5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총 13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특정 문항에 응답이 집중되거나 누락 등으로 응답
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23명의 응답자로부
터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58명, 여자는 63명으로 실험 참가자의 평균연
령은 22.3세였다.     

2. 변인의 측정과 자료분석

2.1 변인의 측정
(1)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

능성 및 취약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 지각
된 위험은 Napper, Fisher와 Reynolds(2012)[27]가 
개인이 지각하는 질병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척도에 기반해 이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총 7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예; ‘나는 소음
성 난청에 걸릴 것 같지 않다.’ ‘나는 확률이 낮아 하더
라도 소음성 난청에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나는 소음성 난청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
신한다.’ 등) 

(2) 미래지향 시간관 
실험 참여자들의 미래지향 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usman과 Shell(2008)[28]에 
의해 개발된 미래지향 시간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척도는 ‘확장’, ‘속도’, ‘연결성’, ‘가치’의 4개로 개
인의 미래지향 시간관을 범주화시키고 있다. 미래지향 
시간관은 이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총 19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예;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다.’ ‘나는 미래에 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나
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5년 혹은 10년 후 미래
를 위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3) 청력손실 예방의도 
청력손실 예방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

이 3개의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예; ‘나는 앞으
로 청력손실을 예방하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향후 청력손실을 예방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청력손실을 예방하는 행동
을 실천할 것이다.’ 등)  

2.2 분석방법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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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를 통해 측정하였다. 둘
째, t-test를 실시하여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및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 미래지향 시간관, 지각된 위험수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셋째, 이
원변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및 
효능감 정보 포함 여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의 차
이를 알아보았다.   

             

Ⅳ. 연구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했을 때 지각된 위험, 미
래지향 시간관, 청력손실 예방의도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충족했다. 

[표] 신뢰도 검증  

1.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표 1.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
방의도는 긍정 프레이밍이 5.39점, 부정 프레이밍의 경
우 5.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에 따른 청  
   력손실 예방의도 

표 2.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효능감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에서 수용자의 청력손
실 예방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효능감 정보의 포함 
유/무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3. 지각된 위험 수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 의도

표 3. 지각된 위험 수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 의도 

                                          *p<.05

지각된 위험 수준(고/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 의도는 
위험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5.59점, 낮게 인식하
는 집단이 5.12점으로 나타났다. 위험수준이 높은 집단
에서 청력손실 예방의도가 더 높았다(t=2.025, p<.05).  

4.미래지향 시간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표 4. 미래지향 시간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미래지향 시간관(고/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미래지향 시간관이 높은 집단이 5.44점, 낮은 집단이 
5.30점으로 미래지향 시간관이 높은 집단의 청력손실 
예방의도가 낮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과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 의도

표 5-1.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
무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기술 통계량 

N M SD t p
고 69 5.59 1.338 2.025* .045저 61 5.12 1.295

N M SD t p
긍정 68 5.39 1.270 .161 .873부정 62 5.35 1.411

N M SD t p
유 59 5.54 1.322 1.353 .178무 71 5.23 1.337

N M SD t p
고 66 5.44 1.420 .607 .545저 64 5.30 1.246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여부 N M SD

긍정
유 24 5.54 1.183
무 44 5.30 1.321

합계 68 5.39 1.270
부정 유 35 5.54 1.426

Alpha
지각된 위험 .655

미래지향 시간관 .654
청력손실 예방의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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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여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메시지에서 효능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5.54점, 포함되지 않았을 때가 5.30점이었고, 프레이밍 
유형이 부정적일 때 효능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5.54
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5.10점이었다.     

표 5-2.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
무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의 경우, 메시지 프레이
밍 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F=.177, p>.05)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2.002, p>.05). 또한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과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  유
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프레이밍 유형 (긍정/부정)과 자기효
능감 정보제공 (유/무)에 따라 구성된 청력손실 예방 메
시지와 수용자 특성 변인(지각된 위험, 미래지향 시간
관)이 대학생들의 청력손실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과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여부(유/무)는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특
성으로 설정한 미래지향 시간관 변인 또한 청력손실 예
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수용자가 지각하는 위험 수준이 높을 때 청력
손실 예방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프레이
밍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밝힌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프레이밍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 부정의 
프레이밍 유형에 관계없이 효능감 정보가 포함되었을 
때 기술통계량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력손실 예방 캠페인 진행시 효율적인 캠페인 실행을 
위해 개인의 위험지각 수준을 높이는 메시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시간 
및 음량에 있어 적정수준 이상의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
용에 따른 청력 저하 혹은 손실의 위험성, 한번 손상이 
된 청력세포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 등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이 위험을 지각하는 방식에는 위협에 관한 숫자 
정보, 개인적 경험과 관련한 정보, 또는 미디어에서 위
협이 표현되는 빈도나 상황적 요인 등 개인에게 가장 
현저하거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영향을 미친
다[14]. 따라서 개인 음향장비에의 과도한 노출 등 생활 
속에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들이나 실제
로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는 청소년, 청년들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으로 청력 손실의 예방 및 청력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메시지, 즉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정 부분 청력손실 캠페인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부터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소음을 
되도록 피하도록 하고 피할 수 없을 경우엔 청각 휴식
을 적절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귀 건강이 위협받
기 쉬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적절한 귀의 휴식 등 
청력 보호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가능
하다는 점을 캠페인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무 27 5.10 1.377
합계 62 5.35 1.411

합계
유 59 5.54 1.322
무 71 5.23 1.337

합계 130 5.37 1.334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유형 .317 1 .317 .177 .675

포함 여부 3.585 1 3.585 2.002 .160
유형 * 포함 여부 .325 1 .325 .181 .671

오차 225.674 126 1.791
합계 3977.33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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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실무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청력손실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때 공중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메시지를 고안하거나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수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근거하여 
공중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적이고 공감
대를 얻을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이나 효율적인 홍
보활동의 수행방식에 대한 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반면에 실험 대상자가 대학생에 한정됨으로써 일반
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거나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심리사회적인 변인들을 설정
하여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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