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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기아와 같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메시지는 상황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메시지의 특성(이익/손실 프레이밍)과 개인의 특성(돕기 활동에 대한 사전 태도)이 상호작
용하여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는 220명이 참여한 실험으로 진행하였
다.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이익/손실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발현되었다. 그러한 상호작용은 사전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집단에 대하여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손실 프레이밍에서도 같은 방향성이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러한 상호작용의 방향성은 기대 만족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타인을 돕기 
위한 메시지의 적절한 기획을 위한 실용적, 이론적 의미를 논하였다.  

■ 중심어 :∣국제기아 돕기∣이이/손실 프레이밍∣사전 태도∣기대 만족감∣
Abstract

Messages to help people far away, such as International relief campaign, are heavily influenced by 
situational factors. In this light,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message characteristics (gain/loss 
framing)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evious attitude to helping activity) interact to affect the 
messag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an experiment involving 220 
subjects. The analysis resulted in th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gain/loss framing and 
pre-attitude by the same direction for message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 It was shown that 
gain framing worked more effectively for the relatively more friendly group towards helping activities 
than for the less friendly one. The same direction was shown in the loss framing, but its difference 
was smaller. The process of the interactions appeared as mediated by anticipated satisfaction.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roper planning of messages to help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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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제적으로 자연재난, 전쟁, 대규모 사고 등으로 인하
여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메시지를 설계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멀리 떨
어진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행위
는 자신의 생존을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게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
편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설득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표적 집단을 설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돕기 메시지와 연관된 연구에서
도 메시지에 노출되기 이전에 형성된 성향이나 관심 등 
개인 특성이 고려되어 왔다[1][2].

국제기아 돕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
된 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활동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
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성향이나 관심에 비
하여 특정한 활동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
로 보면 더 직접적으로 행위에 연결되는 요인으로 나타
난다[3]. 국제기아 돕기에 대하여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설득 메시지에 대한 노출에 더 적극적이
고, 활동에 직접 참여하려는 동기가 더 높은 집단일 것
이다. 그래서 국제기아 돕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호
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지의 전달에서 표
적으로 삼을 수 있는 집단이다.   

메시지 프레이밍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특
정한 방향성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의미한
다[4]. 프레이밍의 차이는 표적으로 설정한 집단의 성격
에 적합한 메시지 표현 형태나 구성 형식을 조사하는데 
유용하다. 대조적 성격을 지닌 표현 방식들 중에서 이
익/손실 프레이밍은 행위의 유무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익 프레이밍은 행위를 실천하였
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표현하는데, 돕
기 메시지의 표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명 보전을 강조할 수 있다. 손실프레
이밍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중심
으로 표현하는데, 돕기 메시지의 경우 돕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생명 손실을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손실 프레이밍은 돕기 메시지에 관한 연

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상대적 효과는 논쟁
의 대상이다. 초기 연구에서 이익 혹은 손실 프레이밍
이 더 효과적이라는 상반된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상황적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
로 발전하고 있다[4]. 돕기 메시지는 세부적인 주제(예. 
금전적 기부와 봉사), 사태의 심각성(예. 전쟁 난민), 수
혜자의 도덕성(예. 고통의 원인 제공), 개인 차이(예. 위
험 지각)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
에,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를 설계하기 위하여 프레이밍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3-5]. 

본 연구는 국제기아 돕기 메시지를 구성하는 이익/손
실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가 활동에 대한 사전 태도와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익 프레이밍이 돕기 활동에 대한 태
도가 더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
하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또한 
그러한 효과가 발현되는 과정을 기대 만족감
(anticipated satisfaction)이 매개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돕기 메시지를 제작하는 실무자들
에게 표적 집단과 연관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득/손실 프레이밍의 효과가 사전 태도에 따라 차별적으
로 활성화되는 동기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아 이론적 
확장을 시도한다. 

    

II. 문헌 고찰 및 가설

1. 돕기 메시지와 프레이밍
돕기 메시지의 설계에서 대조적인 방식으로 연구되

고 있는 프레이밍에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그들은 이
성적/감성적[3], 자기 중심적/타인 중심적[5], 이익/손
실 프레이밍[4]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돕기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6].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프레이밍 연구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조적인 방식의 내용은 혼합
되어 제시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프레이밍을 혼합하
는 것이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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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조사한 기존 연구는 설득 메시지의 전달
에서 대조적인 표현 형태를 혼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지 않으며, 오히려 저항을 불러오는 부메랑 효과가 나
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불치병 어린이들을 위
하여 기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연구한 결과에서 대조
적인 프레이밍의 혼합이 설득 의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5]. 적절한 
수준을 벗어나 과하게 구성된 메시지는 수용자의 저항
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조적인 형태
의 한쪽 방향만을 채택하여 돕기 메시지를 설계하는 경
우는 많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방향성을 
연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득/손실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는 
메시지가 전달하는 내용의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건강 메시지의 전달에서 안전을 도
모하는 내용에서는 이익 프레이밍이, 위험을 감수하는 
내용에서는 손실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7]. 이를 응용하여 돕기 행위는 타인의 안전을 도
모한다는 추론을 바탕으로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
이라는 증거가 보고되었지만[6], 반면 고통 받는 사람들
을 묘사하기 때문에 손실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제시되었다[8]. 그래서 돕기 분야에서 나타난 상
반된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세부적인 주제, 
수용자의 특성, 전달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
다[6][9]. 

돕기 연구에서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에 상황적 요
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추론은 주제와 연관된다. 건강과 
같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는 주목
도가 높아서 프레이밍의 방향성이 잘 드러난다[7]. 하지
만 자신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돕기 메시
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돕기 분
야에서도 국제기아 돕기와 같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아닌 외집단에 대한 돕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더 
어렵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타인들로 구성된 외집단 
보다는 내집단을 돕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증거는 지속
적으로 확인되어 왔다[10]. 이와 같이 수용자의 관심을 
많이 이끌어 내지 못하는 주제에서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는 수용자 특성 등 상황에 의해 조절되는 
현상이 잘 나타난다[11]. 

2.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
돕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 특성은 성별, 종

교, 이타적 성향,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12]. 종교나 개
인 성향 등은 일반적으로 돕기 활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정한 돕기 행위와 연관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정한 돕기 활동에 대하여 형성된 역
할 정체성(role identity)이 일반적으로 측정된 이타적
인 성향이나 태도보다 장기적인 참여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3]. 돕기 활동에 적극적인 사
람들도 자신의 활동에 한계를 설정하고, 충분히 활동하
고 있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
으려 한다[14]. 지나친 돕기 활동은 자신의 안위에 위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돕기 활동과 연관된 수용자 특성, 즉 
표적 집단의 설정에는 구체적으로 그 활동에 대한 사전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사전에 측정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
적인 사람들이 덜 우호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장애인들
을 돕기 위한 활동에 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감
성적 호소보다 이성적 호소에 더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구체적인 태도를 측정하여 표적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소구 방식을 밝히는 것이 돕기 메시
지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는 국제기아 돕기 활동에 대한 사전 태도를 측정하고 
프레이밍의 효과와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사람들은 메시지에 대한 노출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는, 
다른 말로 접근하려는 동기가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설득 메시지의 프레이밍을 조절하는 개인 특성에서 지
속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이 접근/회피 동기
(approach/avoidance motivation)의 차이다. 사람
마다 새롭고 즐거운 대상에 접근하려는 동기와 무섭고 
싫은 대상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활성화되는 수준이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접근 동
기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
고, 회피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손실 프레이밍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비록 접근/회피 
동기가 돕기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접근/회피 동기가 활성화되는 차이에 따른 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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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는 돕기 메시지의 전달에서도 
나타났다[15].     

국제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사람들은 메시지나 행위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높은 사
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태도가 더 높은 사
람들에게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하지만 돕기 메시지를 접했을 때 회피 동기
는 강하게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사
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는 반응
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야 한다는 규범도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
이다[14]. 그래서 돕기 활동에 더 접근하려는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회피하려는 집단
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국제기아 돕기를 촉구하는 
메시지의 전달에서 이익/손실 프레이밍의 효과는 활동
에 대한 사전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차별화는 
주로 이익 프레이밍에 대한 반응에서 발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로 측정하였다. 프레이밍 연구는 차별
화된 메시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기 때문에 먼저 메시지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돕
기 메시지의 전달에서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가 반드
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결과를 고려하여[4],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국제기아 돕기 메시지의 전달에서,  

가설 1. 메시지 태도에 나타나는 이익/손실 프레이밍
의 반응은 사전 태도와 상호작용할 것이다. 

가설 2. 행위 의도에 나타나는 이익/손실 프레이밍의 
반응은 사전 태도와 상호작용할 것이다. 

3. 기대 정서의 매개 작용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예측은 인간

이 항상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며, 언어 표현의 차이에 따라 편향적 반응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11]. 이렇게 편향된 
결정은 이성이 아닌 정서적 요인에 의하여 흔히 매개되

는데, 기대 정서(anticipatory emotion)는 그러한 요
인들 중 하나이다[16]. 돕기 메시지의 표현 형식과 연관
된 연구에서도 기대 만족감 혹은 기대 죄책감이 상황에 
따라 그러한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7]. 본 
연구에서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은 기대 만
족감이 매개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앞의 논의에서 국제기아 돕기를 위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주로 접근 동기의 활성화와 연관하여 이익/프레
이밍과 사전 태도가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기대 만족
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 만족감은 특정한 행
위를 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상이 따라올 것
이라는 예측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16]. 기존 연구에서 기대 만족감은 돕기 메시지에 기꺼
이 노출되고, 행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을 매
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17]. 즉 기대 만족감
은 돕기 활동에 대한 접근 동기가 활성화되는 과정과 
연관되는 것이다.  

국제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사람들은 설득 메시지에 대한 노출에 더 적극적이고 행
위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족감에 의
해 더 강하게 활성화될 것이다[17]. 이러한 만족감을 강
조하는 메시지 형태가 행위를 하였을 때 산출되는 긍정
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이익 프레이밍이다. 반면 손실 
프레이밍은 미래의 비참한 결과를 강조하는 형태이어
서 사전 태도가 더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기대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은 이익 프레이밍이 
강조하는 기대 만족감을 통하여 발현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국제기아 돕기 메시지의 전달에서,  

가설 3. 메시지 태도에 나타나는 이익/손실 프레이밍
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은 기대 만족감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4. 행위 의도에 나타나는 이익/손실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은 기대 만족감에 의하
여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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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법론

1. 실험설계 및 참여자
실험은 메시지 프레이밍(2: 이익/손실) × 사전 태도

(2: 저/고)의 집단 간 요인으로 설계하였다. 독립변인은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
고, 종속변인은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 매개변인은 
기대 만족감을 연속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실험 참여자는 
서울에 소재한 한 사립대학의 학생들로부터 모집하였
다. 실험에는 총 220(남: 111/여: 109)명이 참여하였
으며, 평균 나이는 22.06(SD = 2.48)세이었다. 대학생
들은 국제기아 돕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돕기 메시지에 대한 실험 대
상자로서 활용되어 왔다[4].   

기대 만족감  

사전 태도 
행위의도  

메시지 태도
프레이밍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그림 1. 연구 모형

2. 실험 자극물
실험 자극물은 국제기아 돕기 활동을 호소하는 캠페

인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에
서 굶주림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은 제목, 사진,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처한 실상,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
하였으며, 프레이밍은 사진과 제목, 도움을 호소하는 언
어적 표현을 차별화하였다(부록 참조). 이익 프레이밍
은 도움을 준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결과를, 
손실 프레이밍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계속될 불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언어적 표현의 차별화는 제목과 도움을 호소하는 네 
개의 문장을 이용하였다. 이익 프레이밍은 도움을 주면 
고통 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굶주
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과를 강조하였다. 손실 프
레이밍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굶

주림과 질병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프레
이밍의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차별화가 드러나는 것으
로 입증된 결과를 활용한 것이다[4]. 총 220명의 실험 
참여자 중에서 이익 프레이밍에 110명, 손실 프레이밍
에 110명을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사진은 이익 프레이밍에서는 한 유명인이 아프리카 
어린이와 같이 웃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손실 프
레이밍에서는 같은 유명인이 어린이와 슬픈 표정을 짓
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돕기 활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의 제작에서 유명인의 이미지 활용은 흔하며, 돕
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유명인은 메시지의 의미
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1]. 그리고 동일한 유명인을 이
용하면 이익/손실 프레이밍 각각에 포함된 이미지를 차
별화시킬 때 균형을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어 유명인이 
포함된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유명인의 선정은 이익/손
실 프레이밍의 조작에 적합한 사진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프레이밍에 등장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의 성별이나 연령이 흡사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다. 
유명인은 두 명을 선정하였는데, 실험 설계에 특정 유
명인의 영향이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명의 유명인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한 과정은 아래의 분
석 방법에서 설명하였다.   

3.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메시지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

로 구성하였다. 프레이밍의 차별화 방식은 앞의 실험 
자극물 항목에서 제시하였다. 사전 태도는 국제기아 돕
기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정도로 
조작화하였다. 총 아홉 문항이며, “국제 기아를 돕는 것
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국제 기아 돕기
는 좋은 일이다.”,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 기아 돕기 활동이 효과적이다.”, “국제 기아 돕기
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껴진다(역코딩).”, “기아
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 기아 돕기 활동은 
유용하다.”, “국제 기아 돕기 활동은 지구촌의 기아 문
제를 해결하는데 성공적이다.”, “국제 기아를 돕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국제 기아 돕기 활동은 기아 문제 해
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국제 기아를 돕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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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ɑ = .85, 7점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
다 – 매우 동의한다). 사전 태도가 낮고 높은 집단을 분
리하기 위하여 중수 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중수 값은 
5.00이었다. 

3.2 종속 및 기타 변인 
메시지 태도는 돕기를 호소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신

뢰와 효과의 측면에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조
작화하였다. 기존 연구[2][4]를 참조하여, 메시지 태도
는 “믿음이 간다.”, “설득력이 떨어진다(역코딩).”, “유효
하다.”, “적절하다.”, “효과적이다.”,“신뢰할 수 없다(역
코딩).”, “공정하게 만들어졌다.” 등 총 일곱 문항으로 
측정하였다(7점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
의한다, Cronbach’s ɑ = .83). 행위 의도는 국제기아 
돕기에 대한 호소를 받아들여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
를 보여주는 정도로 조작화하였다. 기존 연구[2]를 바탕
으로 행위 의도는 “기회가 온다면 국제기아 돕기 활동
에 대해 참여할 것이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국제 기
아 돕기의 참여를 고려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국제기
아 돕기 활동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있다” 등 총 세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7점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Cronbach’s ɑ = .92). 

매개 변인으로 설정된 기대 만족감은 메시지가 촉구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만족감으
로 조작화하였다. 기존 연구[17]를 참고하여 기대 만족
감을 추후 돕기 활동에 참여한다면, “자부심을 가질 것
이다.”, “만족스럽게 느낄 것이다.”, “자긍심이 느껴질 
것이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7점 척도, 전혀 그
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Cronbach’s ɑ = .88). 공분
산 분석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미칠 수 있
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세 개의 공변인(covariate)
을 투입하였다. 선정된 공변인은 성별, 참여 경험, 현재 
기분으로, 기존 연구에서 돕기 행위를 촉구하는 메시지
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된 요
인들이다[12][17][18]. 참여 경험은 국제기아 돕기를 위
한 금전적 기부와 자원 봉사 등 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정도를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8점 척도, 전혀 없
다-매우 많다). 현재 기분은 즐거운, 유쾌한, 불행한(역

코딩), 불안한(역코딩)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7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Cronbach’s ɑ 
= .77). 

4. 실험 절차 
실험은 사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단계와 자극물을 

보여주고 반응을 측정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
다. 1차 설문과 2차 실험의 사이에는 7-10일의 간격을 
두었는데, 사전 조사가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1차 설문 조사에서는 사전 태도, 참여 경험과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질문들을 포함하
였다. 2차로 실행한 본 실험은 30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국제기아 돕기를 호소하
는 메시지와 설문 문항들을 포함하는 소책자를 배포하
였다. 소책자는 현재 기분, 자극물, 조작 점검, 기대 만
족감, 메시지 태도, 행위 의도,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구
성하였다. 하나의 실험 집단에서 이익/손실 프레이밍이 
무작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조치하였다. 시간은 대
략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1차 설문과 2차 실험을 전
부 실행한 참여자들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체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실험 내용을 설명하는 이메일이 
추후 발송되었다.

5.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이득/손실 프레이밍 × 사전 태도를 기

본 설계로 하고, 공변인을 투입한 다음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공분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행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본 설계에는 포함하지 않았
지만, 유명인을 두 명 선정하여 유명인에 따라 차별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
는 기본 설계에 유명인의 차이를 독립변인으로 추가하
여 분석하더라도 기본 설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 유
명인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전혀 도출하지 않았다. 
행위 의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명인의 차이를 나타내
는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209) = 12.41, p = 
.001, partial η2 = .06. 하지만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
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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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명인의 차이가 기본 설계인 이득/손실 프레이밍 
× 사전 태도가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에 미치는 유
의미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래서 두 명의 유명인으로 구분된 데이터는 통합하여 분
석하였다.  

기대 만족감의 매개 분석에는 붓스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를 활용하였다[19]. 매개 분석의 독립 변인은 상호작용
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공분산 분석의 설계를 유지하
기 위하여 공변인과 독립 변인들의 주효과는 공변인으
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기대 만족감을 종속변인으로 하
는 공분산 분석을 실행하여 매개 작용의 방향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조작점검
이익/손실 프레이밍은 각각 긍정적/부정적 정서 반

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4]. 그래서 조작적 점
검은 메시지를 보는 동안 느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여 실행하였다. 메시지 프레이밍의 차이
는 주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돕기를 호소하
는 메시지가 고통스럽고 슬픈 처지의 대상을 묘사한다
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4]. 긍
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은 “즐거운”, “유쾌한”, “행복한” 
등 총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7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Cronbach’s ɑ = .74). 긍정적 반
응에서 이익 프레이밍(M = 1.92, SD = .81)은 손실 프
레이밍(M = 1.68, SD = .76)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t(218) = 2.17, p = .031.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은 “슬픈”, “고통스러운”, “침울한” 등 총 세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7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
다Cronbach’s ɑ = .76). 부정적 반응에서는 손실 프레
이밍(M = 4.57, SD = .85)이 이익 프레이밍(M = 4.21, 
SD = 1.16)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t(218) = 
2.59, p = .010.  이와 같은 결과는 메시지의 이익/손
실 프레이밍이 차별화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음을 나
타낸다. 

2. 가설 1: 메시지 태도에 대한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

메시지 태도에 대한 이익/손실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
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1].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익 프레이밍에서 사전 태도가 높은 
집단(M = 4.55, SE = .12)이 낮은 집단(M = 3.99, SE 
= .11)에 비하여 더 우호적인 메시지 태도를 보였다. 손
실 프레이밍 조건에서도 사전 태도가 높은 집단(M = 
4.27, SE = .11)이 낮은 집단(M = 4.25, SE = .11)에 
비하여 더 우호적인 메시지 태도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살
펴보면 이익 프레이밍에서 도출된 사전 태도가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가 손실 프레이밍에서의 차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서 상호작용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메시지 태도에 대한 공분산 분석
df F 부분 η2  p

공변인
성별

돕기 경험
현재 기분

1
1
1

0.20
1.11
0.02

.00

.01

.00

.654

.293

.903
프레이밍(A) 1 0.00 .00 .948

사전 태도(B) 1 6.23 .03 .013

A × B 1 5.92 .0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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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2: 행위 의도에 대한 프레이밍과 사전 태
도의 상호작용

그림 2. 메시지 태도에 대한 프레이밍 × 사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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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도에 대한 이익/손실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2]. [그림 3]에 제
시된 것과 같이 이익 프레이밍에서 사전 태도가 높은 
집단(M = 5.65, SE = .13)이 낮은 집단(M = 4.56, SE 
= .13)에 비하여 더 높은 행위의도를 보였다. 손실 프레
이밍 조건에서도 사전 태도가 높은 집단(M = 5.46, SE 
= .13)이 낮은 집단(M = 4.92, SE = .13)에 비하여 더 
높은 행위의도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
다. [그림 2]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이익 프레이밍에서 도출된 사전 태도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의 차이가 손실 프레이밍에서의 차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서 상호작용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행위 의도에 대한 공분산 분석

df F 부분 η2  p
공변인
성별

돕기 경험
현재 기분

1
1
1

3.19
22.64
0.02

.02

.10

.00

.076

.000

.883

프레이밍(A) 1 0.48 .00 .488

사전 태도(B) 1 39.42 .16 .000

A × B 1 4.90 .03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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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3과 4: 기대 만족감의 매개효과
기대 만족감의 매개 작용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

으로 이득/손실 프레이밍 ×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이 
기대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분산 분석을 실행
하였다. 기대 만족감에 대한 이익/손실 프레이밍과 사
전 태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3]. [그

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익 프레이밍에서 사전 태
도가 높은 집단(M = 5.73, SE = .13)이 낮은 집단(M 
= 4.78, SE = .13)에 비하여 더 높은 기대 만족감을 보
였다. 손실 프레이밍 조건에서도 사전 태도가 높은 집
단(M = 5.52, SE = .13)이 낮은 집단(M = 5.11, SE = 
.13)에 비하여 더 높은 기대 만족감을 보였지만 그 차이
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림 4]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이익 프레이밍에서 도출된 사전 태
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가 손실 프레이밍에
서의 차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서 상호작용이 도출
된 것으로, 이전 분석에서 나타난 메시지 태도나 행위 
의도의 결과와 동일한 방향임을 알 수 있다.

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 기대 만족감의 매개 분석
을 실행하였다. 메시지 태도에 대한 매개 분석에서 간
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2155 to 
-.0031),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득/손실 
프레이밍 ×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의 직접적 효과도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37). 이러한 경우는 매
개 작용이 불완전한 것으로 해석하며, 그 의미는 또 다
른 매개변인의 존재를 암시한다[19]. 행위 의도에 대한 
매개 분석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5159 to -.0260),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득/손실 프레이밍 ×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의 직접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182). 
이러한 경우는 매개 작용이 완전한 것으로 해석하며, 
단독으로 충분히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 

 표 3. 기대 만족감에 대한 공분산 분석
df F 부분 η2  p

공변인
성별

돕기 경험
현재 기분

1
1
1

0.81
3.90
0.72

.00

.02

.00

.370

.050

.397

프레이밍(A) 1 0.19 .00 .658

사전 태도(B) 1 26.56 .11 .000

A × B 1 4.59 .0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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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위 의도에 대한 프레이밍 × 사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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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논의  

불우한 처지의 타인들을 도우려는 메시지의 효과를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메시지의 특성과 개인
의 특성을 결합시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5][6][8]. 국제기아 돕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 이득/손실 프레이밍이 돕기 활동에 
대한 사전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상호작용이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향하는 화살표
는 실선으로 표기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표시하였다. 그 
과정은 기대 만족감이 매개하였는데, 메시지 태도는 부
분적으로 매개하였고, 행위 의도는 완전히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기대 만족감이 메시지 태
도로 향하는 화살표는 점선으로 표기하여 부분 매개를 
나타내고, 행위 의도로 향하는 화살표는 실선으로 표기
하여 완전 매개를 나타내었다.  

사전 태도 

 기대 만족감  

행위의도  

프레이밍  
 메시지 태도

그림 5. 연구 결과

이득/손실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작용은 예측
한대로 이익 프레이밍에서 나타나는 사전 태도에 따른 
차이가 손실 프레이밍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커서 도

출되었다. 이와 같은 추론은 기존 연구에서 접근 동기
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
과적이라고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즉 사
전 태도가 더 우호적인 사람들은 돕기 활동이나 메시지
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더 높은 사람들로 돕기 메시지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접근 동기가 높은 사람들과 유
사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사전 태도가 더 우호적인 
사람들을 표적 집단으로 상정하는 것이 정당하고, 둘째, 
사전 태도가 우호적인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차
별화된 메시지 구성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기대 만족감에 관한 분석은 이익 프레이밍에서 나타
난 차이가 접근 동기의 활성화와 연관된다는 증거를 보
강해준다. 성취에 대한 예상에서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개념화한 기대 만족감이 프레이밍과 사전 태도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
개 작용은 특히 행위 의도에서 완전한 것으로 나타나서 
행위에 대한 접근 동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상호작용 효
과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추론을 강화한다. 메시
지 태도에서 나타난 불완전한 매개 결과는 다른 매개 
변인의 존재를 암시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14], 돕기 
메시지의 전달에서 메시지 자체에 대한 저항이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중 매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돕기를 촉구하는 활동에서 슬픔, 고통, 죄
책감 등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
고되었는데[14],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결과들과 배
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익/손
실 프레이밍의 메시지는 부정적 정서를 이끌어내는 내
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익/손실 프레이밍에서 동일하게 
전달하였으며, 프레이밍의 차이는 사진과 호소하는 내
용 중 일부분에만 적용된 것이다. 즉 굶주림과 질병으
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충실히 묘사하여 공통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나타난 메시지 프레
이밍의 차이로 해석해야 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면 대상

그림 4. 기대 만족감에 대한 프레이밍 × 사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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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돕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방식이 활동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
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사전 태도에 대한 정보가 있
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편 혹은 이메일 등의 메시지 
작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돕기 메시지의 
전달에서 사전 태도가 접근/회피 동기를 활성화시켜 메
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차별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증거
를 제시한다. 활동에 대한 사전 태도를 접근/회피 동기
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논의를 심
화하는 역할을 한다. 추후 연구에서 건강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도 사전 태도가 접근/회피 동기의 활
성화와 연관된 차별적 반응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지나친 해석을 막기 위해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가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한 인구 특성을 가진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학생
들은 국제적인 구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알려
져 있지만 경제력 등 한계가 분명한 측면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메시지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타인들을 
돕기위한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즉, 자신이 속한 내집
단의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메시지로 일반화하기 위해
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타적이라는 사회 
규범적으로 지지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
문에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제 생각을 감추거나 왜
곡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암묵적 태도의 
측정 등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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