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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raming and the interaction with involvement influences responses toward a help 

campaign. There could be two possible predictions about the results of framing. One is that, because helping is a 
risk avoidance behaviors, the positive framing would dominant or the other is that, because helping is mainly 
mediated by negative emotions such as sadness or guilty, the negative framing would be preferred. The present 
research was to solve the conflicting predictions and was conducted with a experimental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a campaign emphasizing either positive aspects of the help or negative contexts which would be 
maintained without any help. The results were that the main effect of framing was not existent, but the significant 
interaction with involvement on responses was found. The interaction of framing and involvement, though, included 
unexpected inconsistency between the results of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ning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 Campaign of Helping the Hungry, Positive Framing, Negative Framing, Involvement, Attitudes, Behavioral 
Intentions

요 약

본 연구는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을 대상으로 긍·부정 프레이밍의 영향과 관여도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였

다. 이론적으로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은 위험 회피와 연관된 행동이므로 긍정 프레이밍이 더욱 유효할 것이

라는 주장과 돕기 행동은 부정적 감성의 소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욱 유효할 것이라는

상충된 예측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는 실험으로 설계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들은 기부를 하지

않았을 때 지속될 기아 어린이들의 고통을 강조하거나, 기부를 하였을 때 기아 어린이들이 얻을 수 있는 기

쁨과 안도를 강조한 캠페인에 각각 노출되었다. 실험 결과는 먼저 긍·부정 프레이밍이 태도나 행위 의도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여도와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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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행위 의도사이에 상반된 방향을 보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태도에서는 관여도가 높은 집

단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위 의도에서는 그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관여도가 낮은 집

단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내포한 의미와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 긍·부정 프레이밍, 관여도, 태도, 행위 의도

1. 문제제기

기부나 봉사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활동들

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김주원과 김용준, 2008). 기부나

봉사에 관심을 유도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주

요 방법 중 하나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공익 캠

페인이다. 호소력이 높은 공익 캠페인 제작을 위하여

이성과 감성의 다양한 측면에 소구하는 방법들이 동

원된다. 하지만, 돕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캠페인을 만

드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았다. 기존의 돕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규

범, 경제적 여건, 이타적 성향 등과 같은 사회적, 개

인적 요인 규명에 주력해 왔다(Sargeant, Ford, & West, 
2006). 

본 연구는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라는 이

론적 체계를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 적용하여, 효과

적인 돕기 캠페인 제작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자 기획

되었다. 프레이밍(framing)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현

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Kahneman & Tversky, 1984). 
여러 가지 유형의 프레이밍이 가능하지만 공익 캠페

인 분야에서는 특히 같은 내용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 형태로 표현했을 때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긍정적 프레이밍이란 어떤 행위를 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는 형태이며, 부정

적 프레이밍이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

나는 손실을 강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Rothman & 
Salovey, 1997).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의 경우는 기부

를 장려하는 같은 내용의 캠페인일지라도 기부를 통

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강조하거나, 혹은

기부를 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을 강조하는 형태로 제작을 달리 할 수

있다. 

기존의 공익 캠페인에 관한 프레이밍 연구는 긍정

적 혹은 부정적 프레이밍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가 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는 어떤 공익 캠

페인이 설득하고자하는 주제, 목표 행위, 대상 등 맥

락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심장병 또는 에이즈 등 건강 관련 캠페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당

수 부정적으로 구성된 내용이 긍정적으로 구성된 내

용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Banks et al., 
1995; Broemer, 2002).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도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건강 관련 캠페인이

지만 피부암 예방을 위한 자외선 차단제나 금연 광고

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

다(Detweiler et al., 1999; Schneider, et al., 2001a). 한편, 
환경 문제와 같은 주제에서는 긍·부정 프레이밍이 공

익 캠페인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김정현, 2008). 이러한 연

구 결과의 불일치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영향이 상황

적 맥락에 따라 다르며 쉽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과 같이 돕

기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기

존에 긍·부정 프레이밍을 돕기라는 주제에 적용한 사

례는 희소하다. 그래서 긍·부정 프레이밍이 돕기라는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여 이론적 외연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메시지의 설득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중개변인으로 알려진 관

여도와 긍·부정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캠페인 대상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그 효과를 살

펴봄으로써, 목표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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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공익 캠페인과 긍·부정 프레이밍

공익 캠페인은 상업적 목적의 광고와는 달리 개별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익 캠

페인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의도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며,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범위 내에서 큰 규모의

목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또는 광고를 수행하

는 과정이다(McGuire, 1984). 공익 캠페인은 호소하고

자 하는 대상이 개인 영역인가 사회 영역인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된다(홍종필, 2006). 건강과 같이

개인에게 밀접한 주제에 소구하는 내용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효용 가치는 없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그

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소구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캠페인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

다. 첫 번째로는 AIDS, 암 예방, 금연 및 약물 중독 등

과 같이 수용자 개인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은

환경 보존 등과 같이 사회 자체의 장기적 보존을 위

한 문제를 대상으로 소구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다(부
경희, 2001). 공익 캠페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다루어왔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기 암

검진, AIDS 예방, 비만 예방, 금주·금연 캠페인과 관련

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조형오, 
2005).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두 번째

사회 관련 영역에서, 돕기를 주제로 하여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 대한 반응에 발현되는 긍·부정 프레이

밍의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다(Tversky & Kahneman, 1981). 전망이론은 소비자

들의 의사행동결정을 심리학적으로 모형화한 이론으

로 사회심리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

용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

고 이해하는데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
주로 이용되었다(Schoemaker, 1982). 기대효용이론은

사람들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기대된 효용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설명하

였다. 반면 전망이론은 사람들은 치밀한 계산에 의하

여 항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대상이나 주

제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같은 내용이라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

양식을 달리하면 일정한 방향의 편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Tversky & Fox, 1995). 
가령, 전염병의 확산과 같이 위험성이 내포된 메시

지를 제시할 때 이익을 강조하는가(긍정적), 혹은 손

실을 강조하는가에(부정적) 따라 표현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대안을 채택하지 않아 입

게 될 손실을 강조하면 즉, 부정적인 구조로 메시지를

프레이밍하면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선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안을 채택하여

얻게 될 혜택을 강조할 경우 즉, 긍정적인 구조로 메

시지를 프레이밍 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위

험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을 선호한다(Tversky & 
Kahneman, 1981). 전망이론에서 제기한 메시지의 긍·
부정 프레이밍이 상황에 따라 영향력을 달리할 수 있

다는 가설은 공익 캠페인 연구에 응용되어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금연, 알코올 및 약물중독, 환경문제 등 다양한 공

익 관련 주제에 대해서 긍·부정 프레이밍의 효과가 연

구되었다(Donovan & Jalleh, 2000; Pelletier & Sharp, 
2008; Wilson, Purdon, & Wallston, 1988). 이 연구들은

주로 전망이론에서 제시한 주장, 즉 부정적으로 프레

이밍된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긍

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한다는 가설을 응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주장을

역으로 해석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욱 효과적이며, 위험을 회피하

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은 특히 건강과 관련된 캠

페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응용되

었다. Rothman과 Salovey(1997)는 건강과 관련된 의료

행위를 진단(detection)과 예방(preven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주제에 따라 긍·부정 프레이밍의 효과가

차별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유방암 검사는 위험

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행동으로 결과에 따라 병소

가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Meyerowitz와 Chaiken(1987)은 유방자기

검사(breast self-examination)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

적인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같은 검사를 할 때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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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메시지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사후 더 많은 유방자기

검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심장병, 
피부암, HIV 등의 병의 존재가 발견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진단이나 검사와 관련된 캠

페인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 보다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alichman & Coley, 
1995; Rothman, Pronin, & Salovey, 1996). 

반면, 예방과 같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차원의

행위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etweiler 등은 피부암 예방을 위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용으로 구성을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Detweiler et al., 1999). 결과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부

정적 프레이밍보다 자외선 차단제 이용 의도에 더 우

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

서도 확실하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예방 차원의

내용, 즉 안전운전, 금연 등의 캠페인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Millar & 
Millar, 2000; Steward et al., 2003). 

상기의 건강 관련 캠페인 연구들은 주제 자체가 개

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반면, 본 연구의 주제는 타인을 위한 기부나 돕기

로, 캠페인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

로 간접적인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추측하기 위한 문헌 검토는 그에 따른 차이도 검토하

여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망이론이 제시한 틀만

이용해서는 기부나 돕기 행동에 대한 예측성이 감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

에 미칠 수 있는 긍·부정 프레이밍의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전망이론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있는 방향성뿐

만 아니라 건강과 같은 주제와는 달리 기부나 돕기에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2.2.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과 긍·부정

프레이밍의 영향

일반적으로 기부나 돕기는 타인을 위한 행위로 돕

는 주체자의 위험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크지 않

다. 하지만 기부나 돕기는 타인의 위험에 개입하는 행

위이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범주 내에서 해석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서는 손실

을 강조하는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이익을 강조하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고 건강 캠페인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대입해 볼 수 있다. Reinhart 등

(2007)은 장기 기증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메시지의

형태를 타인을 도와주어 생겨날 수 있는 긍정적 결과

를 강조하는 것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생겨날 수 있

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달리 구성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메시지의 내용과 길이를

달리하여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일관되게 긍

정적 프레이밍이 더 우호적인 태도를 이끌어 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서도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기아 돕기와 장기 기증을 돕기와 관련

된 유사한 행위로 간주하기에는 그 내용면에서 차이

점이 존재한다.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장기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증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상

대적으로 위험의 개념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에 비해 국제 기아 돕기의 경우 돕는 주체

와 관련될 수 있는 위험성은 금전적 부담과 같이 상

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국제 기아 돕기의 경우는 위

험 회피와 관련된 행동으로 판단하여 전망이론을 대

입하는 것 외에 기부나 돕기와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긍·부정 프레이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Batson, 
1991). 그래서 돕기나 기부와 관련된 캠페인들은 그

대상의 처지에 대해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성을 유발

하는 전략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 주된 방법은 돕는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결

과를 강조하는 형태이다(Shelton & Rogers, 1994). 
Bagozzi와 Moore(1994)는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에 대

한 연구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 부모에게 구타당

한 아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캠페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Shelton과 Rogers(1994)는 고통

을 묘사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설득적 효과가 사람뿐

만 아니라 고래와 같은 동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고래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잔

인한 장면이 포함된 내용이 그것을 생략한 내용에 비

해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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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내었다. 한편, Vitaglione과 Barnett(2003)은 슬

픔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돕기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음주 운전에

희생된 어린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내

용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이것이 도움을

주고 싶은 태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죄

책감과 기부 행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

는데, 이들에 따르면 죄책감은 주로 돕지 않아서 생기

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형태에서 파생된다

(Hibbert et al., 2007).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돕기 행

위와 태도는 도와서 생기는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것보다 돕지 않아서 생기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내용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 기아 돕기 캠페

인의 경우 그 효과 면에서 긍정적 프레이밍 혹은 부

정적 프레이밍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긍·부정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서 국제

기아 난민 돕기 캠페인을 보고 난 후 수용자들의 태

도와 행위 의도에 차별적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2.3. 긍·부정 프레이밍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긍·부정 프레이밍 연구에서 관여도는 그 효과를 조

절 혹은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었다. 
Rothman과 Salovey(1997)에 따르면 긍·부정 프레이밍

의 효과는 어느 정도 관심사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

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관심사의 높고 낮음을 반영

하는 관여도는 긍·부정 프레이밍과 상호작용하여 맥

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Donovan & Jelleh, 2000; Steward et al., 2003). 
그래서 국제 기아 돕기라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를 다룬 본 연구에서 관여도와 긍·부정 프레이밍

이 어떤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중요한 고찰 대

상이 된다.
관여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

고,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가 쉽지 않다(Eveland & Dunwoody, 2002; Zaichkowsky, 
1985). 하지만 대체로 관여도는 상황적 조건과 결부하

여 특정 대상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인식

혹은 지각 정도라고 정의된다(송종길과 박상호, 2006). 

관여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의 관심사, 교육 수준

이나 인지욕구와 같은 개인의 특성, 사회적 혹은 개인

적 동기를 자극하는 상품이나 메시지의 특성 등을 포

괄하여 다차원적으로 분포한다. 국제 기아 돕기의 경

우 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평소에 기부라든가 사회봉

사에 관심이 많거나 실제로 그런 행위에 참여하고 있

는 경우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기부 단체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희망과 같이 관심도가 높을수록 기부 행

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Sargeant & Lee, 2004), 
관여도가 높은 개인들이 캠페인에 노출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관여도와 긍·부정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예측은 불분명한데, 그 이유는 기존

연구의 결과가 그 상호작용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긍·부정 프레이밍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관여도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기울였

다(이호배와 김혜원, 2000; 조형오, 이건세와 윤수현, 
1999). 기존 연구에서 관여도는 남성과 여성의 관심

정도의 차이(Rothman & Salovey, 1997), 자녀 유무에

따른 관련성(Donovan & Jelleh, 2000), 사안에 대한 중

요성 인식(Obermiller, 1995), 권고안에 나타난 대처 가

능성(Block & Keller, 1995)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하

였는데, 상당수의 연구들이 긍·부정 프레이밍의 효과

는 관여도에 의해 차별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

여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프레이밍의 효과

가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관

여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긍·부정 프레이밍 효과가 차

별적인가 하는 의문에 관한 탐구이다. 이 연구들은 관

여도의 수준과 긍·부정 프레이밍이 상호작용하여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발현되는지, 또한 그 상호작용에

체계적인 유형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첫째 의문에 대해 조사한 연구의 다수는 관여도가

높을 때 긍정 혹은 부정 프레이밍의 상대적 우위가

잘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Braun, Gaeth와 Levin(1997)
은 남녀에 따라 중요성이 다르게 인식되는 속성이 있

는 초콜릿의 비만 관련성을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구성의 차별적 영향에 대해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의 상대적 우위가 나

타났지만, 이는 초콜릿의 지방성분 함유량이라는 메

시지의 속성에 민감한 여성에게만 한정적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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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몇몇 연구들은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오히

려 낮은 집단에서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성이 드러

난다고 보고 하였다(Steward et al., 2003; Takemura, 
1994).
둘째 질문, 즉 관여도와 긍·부정 프레이밍의 상호작

용에 관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는 관여도가 낮을수록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고, 관여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메시지 프레

이밍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이종민, 류춘렬
과 박상희, 2007; 이호배와 김혜원, 2000). 예를 들어

Maheswaran과 Meyers-Levy(1990)는 콜레스테롤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 검사를 권고하는 캠페인에서

나타난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영향에 대해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관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부정적 프레

이밍이 긍정적 프레이밍보다 더 효과적인 반면, 관여

도가 낮을 경우에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

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Maheswaran과 Meyers-Levy(1990)는 이러한 과정을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통

해 설명하고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수용자의 메

시지 처리과정은 중심적 혹은 주변적 통로를 거친다

고 주장한다(Petty & Cacioppo, 1986). 수용자가 어떤

설득 메시지의 중요성이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흥미

를 느끼면 메시지 내용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

이다. 수용자는 제시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메시지 주장의 특질(argument 
quality)과 같이 중심적 요인들이 태도 변화를 결정하

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수용자가 설

득메시지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도록 동기화되

어 있지 않을 경우, 즉 메시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혹

은 관련성 정도가 낮을 경우 실제적인 메시지 주장보

다는 정보원의 매력, 맥락적 특성, 메시지가 유발하는

감정이나 느낌 등과 같이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

변적인 단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etty & Cacioppo, 
1986). 

일반적으로 부정적 내용은 긍정적 내용에 비해 중

요하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되어 주의를 더 집중시키

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승조, 2009). 부정적인 정보는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생명과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생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

서 부정적 프레이밍은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성

향을 보이는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게 더 소구될 가능

성이 높다. 반면 관여도가 낮은, 즉 깊이 생각하지 않

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즐겁고 기쁜 느낌을 선호하기

때문에 긍정적 프레이밍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Maheswaran과

Meyers-Levy(1990)는 관여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정

적 프레이밍이, 관여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긍정적 프

레이밍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와

같은 예측은 추후 연구에서 지지되었다(Block & 
Keller, 1995; Ganzach, Yaacov, & Pinchas, 1997).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

어 Shiv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 광고의 경우

관여도가 높을수록 상대방보다 나은 점을 부각시키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었다. 반대로

관여도가 낮을수록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부정

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은 위험을 모색할 때보다 위험을

회피할 때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상황 분석을 한다고

주장한다(김광수, 1998; Grewal, Gotlieb, & Marmorstein, 
1994).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이들은 관여도가 높아 메

시지 처리에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에

게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긍정적 프레이밍의 소구력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실제 연구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발표하였다(김광수, 1998; Grewal, 
Gotlieb, & Marmorstein, 1994).

이처럼 관여도와 긍·부정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상반된 가설과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그 유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

기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 적용

하면 관여도의 주효과는 예측성이 높아 가설로 설정

할 수 있는 반면, 관여도와 긍·부정 프레이밍의 상호

작용 결과는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힘들어 연구문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설 1.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국

제 기아 난민 돕기 캠페인을 보고 난 후 태도와 행위

의도 반응에서 더 호의적일 것이다.

연구 문제 2. 국제 기아 난민 돕기 캠페인을 보고난

후 태도와 행위 의도 반응에서 관여도 수준과 긍·부정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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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제 기아 돕기 메시지 구성에서 긍·
부정 프레이밍 유형과 관여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은 2(프레이밍 유형: 긍정적/부정적) ✕ 2(관여도: 저

집단/고집단)의 집단 간 요인 설계로 구성되었으며 사

전 실험과 본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

대상은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우

선, 사전 실험은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

전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험 캠페인과 설문 내

용을 확정한 후, 총 211(남, 106/여, 103)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3.2. 실험 처치물

실험 처치물은 국제 기아 돕기를 주제로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단에 기아 어린이를 묘사한 사진과 하

단에 캠페인 내용을 담은 본문을 배치하였다(부록 참

조). 실험 처치물은 긍정적 프레이밍과 부정적 프레이

밍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었다. 긍정적 프레이밍 처

치물의 본문은 캠페인 내용에 동참하였을 경우 국제

기아 어린이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성과를 강조하

여 기부를 하였을 때의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캠

페인의 상단에 위치시킨 사진도 나귀를 타고 활짝 웃

고 있는 흑인 어린이를 보여 주어 도움을 받은 어린

이의 기쁨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반면 부정적 프레이

밍은 기부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적 결과를

일관적으로 강조하여 그 손실을 인식하도록 구성하였

다. 부정적 내용의 사진에서는 기아에 지쳐 몸에 달라

붙는 파리조차 떼어내지 못하는 흑인 어린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어휘와 이미지의 차별화를 통해

긍·부정 프레이밍을 분류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이

용되고 있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Schneider et al., 
2001b). 

이 같은 방식으로 실험 처치물을 구성한 후에 처치

물의 내용이 긍·부정 프레이밍 차별성외의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통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캠페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프레이밍 유형 이외에 메시

지가 제공하는 정보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Homer 
& Yoon, 1992). 메시지 프레이밍 이외의 정보에서 차

이가 나타났을 경우, 캠페인의 설득 효과 차이가 긍·
부정 프레이밍 차이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기타 캠

페인 내용의 차별성에 의한 결과인지 혼란이 파생되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측정은 ① 정보량이 많았다, 
② 내용에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③ 내용의 과장이

심한 것 같다, ④ 질이 높은 것 같다 등 4개 문항(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7점 척도)으로 구성하였다. 
네 문항을 통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어(F < 1), 의도했던 대로

처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3.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긍·부정 프레이밍과 관여도

로 구성되었다. 긍·부정 프레이밍의 개념과 조작적 정

의는 앞의 실험 처치물 항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관여도는 개인의 특정 자극에 대한 관심

혹은 관련성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라는 일반적인 정

의를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기아 돕기라는

주제에 대한 평소의 관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장원과 박현순(2007)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였

다. 관여도의 측정은 ① 앞서 살펴 본 캠페인 내용은

나와 관련이 있다, ② 나는 평소에 국제 기아 난민 돕

기에 관심이 있다, ③ 나는 평소에 불우한 이웃을 돕

기 위해 노력한다 등 3개 문항(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7점 척도)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후 분석된 네

항목 간의 신뢰도(Cronbach’s ɑ)는 = .74이었다. 관여도

는 개개인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두 개의 집단을 만

들어 내기 위해 중수 분할(median split)을 실시하였다. 
중수는 3.67이었으며 중수에 해당하여 고저 판단이 불

분명한 26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4. 종속변인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 국제 기아 돕기에 대

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이두희와 권오

영, 1995; 이호배와 김혜원, 2000; Millar & Millar, 
2000)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문항은 ① 국제 기아 난민을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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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명하다 ② 국제 기아 난민을 돕는 일이 즐거

운 일이다, ③ 국제 기아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④ 국제 기아를 돕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다 등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7점 척
도). 실험 후 분석된 네 항목 간의 신뢰도(Cronbach’s 
ɑ)는 = .82이었다. 

∙행위 의도: 행위 의도는 캠페인의 긍·부정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

다(Maheswaran & Meyers-Levy, 1990; Rothman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 참

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국제 기아 돕기에 관한

자료집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

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응답자들

이 느낄 수 있는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Marshall과 Feeley(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 사람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기입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 의

사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3.5. 기타 변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

하여 두 개의 공변인(covariate)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사전 태도인데 이는 사전 태도가 프레이밍 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Reinhart et 
al., 2007). 사전 태도는 앞에서 소개한 국제 기아 돕기

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문항을 실험 처치물 제시 이

전에 측정하였다. 또 하나의 공변인으로 인지욕구

(need for cognition)를 설정하였다. 인지욕구는 얼마나

깊은 생각을 통해 판단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성향을

일컫는데, 긍·부정 프레이밍 연구에서 인지욕구와 관

여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Steward et al., 2003). 따라서 관여도에 앞서 인지욕구

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인지욕구 척도는 Cacciopo, Petty와

Kao(1984)에 의해서 총 34개의 문항으로 처음 제시되

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김완석(2007)이 한국적 상

황에 맞게 수정한 15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문항들

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 “단

순한 문제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더 좋아한다.” 등 일

반적인 인지욕구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작점검을 위하여 사전실험에서 측정한 동일한 문

항들을 본 실험에서 다시 측정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

서는 사전 실험과는 달리 관여도라는 독립변인이 추

가되었는데 관여도가 몰입 정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를 측정하였다. 마정미(2002)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① 나는 국제 기아 난민 돕기에 관한 호기심을 느꼈

다, ② 나는 국제 기아 난민 돕기 캠페인에 완전히 몰

입되었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7점 척도). 

3.6. 실험 절차

실험은 사전 태도와 인지욕구에 대한 설문의 제시

와 자극물을 제시하는 시점에 대해 차이를 두고 진행

되었다. 피험자의 모집은 주로 강의실에서 수업 시작

전에 양해를 구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험자를

대상으로 사전 태도와 인지욕구에 대한 설문지를 제

시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 
본 실험은 40∼50명의 내외의 집단으로 실시되었

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실험에 관해 설명을 하고, 실

험 처치물을 설문지와 함께 배포하여 피험자에게 응

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는 실험

처치물을 편안하게 살펴본 후 설문에 응답하라고 지

시하였으며,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한 없이 주어졌다. 하나의 실험 집단에서 개개의 피

험자는 두 가지 유형(긍정적/부정적)의 실험 처치물

중 하나를 배정받았다. 즉, 한 실험 집단에서 절반가

량에게는 긍정적 유형을, 나머지에게는 부정적 유형

을 배포하였다. 실험 집단별로 유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에 두 개의 유형을 포함시킨 것은 장소, 
시간, 혹은 피험자 집단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이다. 실험 집단에서 피험자들은 최소한 책

상하나는 띄어 앉도록 하여 피험자간의 의사소통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실험 설문은 처치물을 본 후, 프

레이밍 유형 조작점검, 몰입, 관여도, 태도, 행위 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총 211명의 실험 참가자 중에서 관여

도의 중수에 해당하는 26명과 언어 해독에 어려움을

보인 외국인 학생 4명,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명을 제

외한 17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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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작 점검

조작 점검은 프레이밍 유형과 관여도에 대해 실시

하였다. 프레이밍 유형에 대한 조작 점검은 사전 조사

에서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사

전 조사에서와 같이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메시지 정

보 측면에서의 동일성 여부를, ① 정보량이 많았다, 
② 내용에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③ 내용의 과장이

심한 것 같다, ④ 질이 높은 것 같다 등 4개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는

데(F = 1.65, p = .16), 이는 사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은 관여도의 차이에 따라 몰입의 차이가 있었

는지 조사하였다. 기존 긍·부정 프레이밍 연구에서는

주로 관여도의 차이가 인지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그러한 연구 방식이 관여도의 영향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

여, 관여도에 따른 인지변화 중 중요한 변인이라고 판

단되는 몰입(Rothman & Salovey, 1997)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몰입은 생각의 투여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몰입에 대한 관여

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Hotelling’s T = .27, 
F (2, 174) = 23.84, p < .001). 관여도가 높은 집단(M = 
4.08, SD = 1.28)이 관여도가 낮은 집단(M = 2.87, SD = 
1.20)에 비해 더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몰입에

대한 프레이밍 유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Hotelling’s T = 03, F (2, 174) = 2.93, p = .05), 긍정적

메시지(M = 3.21, SD = 1.38)에 비해서 부정적 메시지

(M = 3.74, SD = 1.33)에 더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 분석

프레이밍(2: 긍정 vs. 부정) × 관여도(2: 고 vs. 저)를독
립변인으로,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를 종속 변인으

로, 그리고 사전 태도와 인지욕구를 공변인(covariate)
으로 설정한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사전 태도와 인지욕구를 통

제하였을 때,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긍·부정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관여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표 1). 관여도가 높은 참가자들(M = 5.65, SD = .92)이
관여도가 낮은 참가자들(M = 4.74, SD = 1.03)보다 국

제 기아 돕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프레이밍 × 관여도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표 1).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여도가 높은 집단

에서는 긍정 프레이밍(M = 5.57, SD = .97)에 비해 부

정 프레이밍(M = 5.71, SD = .88)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

서는 부정 프레이밍(M = 4.62, SD = .96)에 비해 긍정

프레이밍(M = 4.86, SD = 1.10)에서 더 우호적인 태도

를 보여, 관여도가 높은 집단과 역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1. 국제 기아 돕기 태도에 대한 프레이밍 유형과 관여도의

공분산분석

df
mean

square
F p

partial

η2

공변인
사전태도 1 92.35 222.79 .000 .560

NFC 1 .23 .56 .457 .004

주효과
프레이밍 1 .07 .17 .685 .001

관여도 1 2.13 5.14 .025 .026

상호작용

효과

프레이밍

×

관여도

3 2.06 4.97 .027 .029

오차 176

그림 1. 국제 기아 돕기 태도에 대한 프레이밍 유형 × 관여도

상호작용

4.3.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행위 의도 분석

다음으로 프레이밍(2: 긍정 vs. 부정) × 관여도(2: 고

vs. 저)를 독립변인으로,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행위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그리고 사전 태도와 인지욕구

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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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사

전 태도와 인지욕구를 통제하였을 때, 국제 기아 돕기

에 대한 행위 의도에 대해서 긍·부정 프레이밍의 주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관여도

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표 2). 참여 의사를 밝힌

비율을 비교해 보면 관여도가 낮은 참가자들(8.7%)에
비해 관여도가 높은 참가자들(25.0%)의 비율이 더 높

았다.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행위 의도에 대해서 프

레이밍 × 관여도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표 2).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여도

가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 프레이밍(13.6%)에 비해 부

정 프레이밍(11.4%)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율의

참가자들이 참여의사를 보였다. 반면,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긍정 프레이밍(3.8%)에 비해 부정 프레이

밍(4.9%)에서 더 많은 비율의 참가자들이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 방향은 태도의 측정과 상반된 방향성을 보

여 프레이밍 × 관여도 상호작용에 있어서 태도와 행위

의도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2 Log

Likelihood of

Reduced

Model

Chi-

Square
df p

공변인
사전태도 204.787 5.25 1 .022

NFC 199.97 .45 1 .504

주효과
프레이밍 201.15 1.627 1 .202

관여도 210.07 10.55 1 .001

상호작용

효과

프레이밍

×

관여도

199.53  4.07 3 .044

표 2. 국제 기아 돕기 행위 의도에 대한 프레이밍 유형과

관여도의 로지스틱분석

그림 2. 국제 기아 돕기 행위 의도에 대한 프레이밍 유형 ×

관여도 상호작용

5.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기존 긍·부정 프레이밍 연구에서 많이 다

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기부를 주제로 하였으며, 그 중

특히 선행 연구가 없는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을 대

상으로 긍·부정 프레이밍의 영향과 관여도와의 상호

작용을 탐색하였다. 이론적으로 국제 기아 돕기 캠페

인이 위험 회피와 연관될 수 있는 행동이므로 긍정

프레이밍이 더욱 유효할 것이라는 주장과 돕기 행동

은 부정적 감성의 소구가 중요하므로 부정적 프레이

밍이 더욱 유효할 것이라는 상반된 추정을 연구를 통

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관여도를 이용하여 캠

페인에 노출되었을 때 투여하는 사고의 정도와 긍·부
정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목표 수용자의 성향에 따라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의 제작 방식을 달리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

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먼저 긍·부정 프레이밍이 태도나 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

은 위에서 논의한 긍정적 프레이밍이 우세한 측면과

부정적 프레이밍이 우세한 측면이 서로 상쇄되어 어

느 한쪽의 우세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변인을 첨가하여 분석하면 맥락적 특

성이나 상황적 조건에 따른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

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긍·부정 프레이밍의 영향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의도, 두 종속 변인 사

이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태도와 행

위 의도를 구분하여 그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기아 돕기에 대한 태도 반응에서 관여도 × 긍·

부정 프레이밍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

다.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보다

부정적 프레이밍에 노출되었을 때 더 우호적인 평가

를 이끌어 냈고,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반대로 긍정적

프레이밍에 노출되었을 때 더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Maheswaran과 Meyers-Levy(1990)
가 한 예측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즉 신중한 판단을 할 때에는 부정적

내용으로 소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주변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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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즉 많은 생각을 기울이지 않고 판단할 때에는

긍정적 내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Maheswaran과 Meyers-Levy(1990)의

예측은 심장병이나 피부암 검사와 같이 위험을 감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관찰되었다(Maheswaran & 
Meyers-Levy, 1990; Rothman et al., 1993). 안전 운행과

같이 위험 회피 행동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 긍정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illar & Millar, 2000).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돕기가 타인의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한편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의 측면도 함께 갖

고 있다고 추측하게 한다. 실제로 돕기는 남을 위험에

서 구하는 행위이지만, 경제적 손실 등 나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이 존재하여 주

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서 드러났던 Maheswaran과

Meyers-Levy(1990)의 예측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행위 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관여도가 낮은 집단

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도 분석과는 상반된 결과로 태도와 행위 의

도사이의 예상치 못한 불일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기

존 연구에서도 돕기와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가 행동

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강철희, 2004),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결과라

고 판단된다. 
결과에 따르면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태도 형

성 단계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행위를 유도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반면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몰입에 대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많은 사고를 통해서 판단하는

데, 그런 상황에 부합하는 부정적 프레이밍은 태도와

같이 평가 측면에서는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

만 행위를 결정하는 것 또한 관련된 사고를 유발한다.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생각

이 더해지는 것은 행위를 유도하는 데에는 방해요소

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은 돕기 행위에 따르

는 자신의 위험에 대한 염려와 같은 부정적 사고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사고를 하고 있는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게 행위를 유

도하는 데에는 단순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

적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내용에 몰입하지 않고

많은 생각 없이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

정적인 프레이밍에 즉각적으로 선호하는 태도를 형성

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위

로 옮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게 행위를 유도하는 데

에는 어느 정도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프

레이밍이 더 유효할 수 있다.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행위는 결정을 위한 생각을 유발하고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관여도의 개입이 태도와는 다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해석 가능하다. 부정적 프레이밍이 많은 생각을

유도하여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사고의 수준을

지나치게 높여 염려와 같은 부정적 생각까지 활성화

한다면, 반면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행위를 결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고의 정도를 끌어올려 더 효

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태도와 행위 의도 사이에서 나타난 결과

의 불일치는 제삼의 변인이 개입되어 초래된 결과일

수 있다. 첫째,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의 개입을 추

측해 볼 수 있다. 자아 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주

어진 과제를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2000). 기부나 돕기 행위에서 자아 효능감은 참여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가에 대한 자기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박장원과 박현순, 2007). 둘째, 돕기 기관이나

내용에 대한 신뢰도(source credibility)의 영향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이나 기관에 대한 신

뢰도가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Hibbert et al., 2007). 국제 기아 돕기 행위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행위를 매

개하는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돕기 행위에서는 특히 행위를 매개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이

나 신뢰도와 같은 변인을 포함하여 태도와 행위 의도

사이의 불일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

겠다.
본 연구에서 긍·부정 프레이밍의 차별적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긍·부정 프레이밍 연구

의 영역을 돕기나 기부로 확대하였으며, 추후에 그 차

별성이 발현될 수 있는 맥락적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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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 기아 캠페인은 대상자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긍·
부정 프레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캠페인의 대상이 전부터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지, 캠페인의 목적이 태도

변화인지, 그에 따른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

는 것인지에 따라 캠페인의 긍·부정 유형 선택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그 설계에 있

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되었다. 대학생들은 기부 행위

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표본이다. 그래

서 차후의 연구는 경제력이 있는 일반인들로 표본의

범위를 더욱 확충하여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력, 경제력 등 관련 변인을 통제하여 진행해야 하겠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실험 처치물은 본문의

길이가 짧은 편이어서 그 영향이 사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지 않았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추후

연구는 사진의 유무, 사진의 강도, 본문의 길이 등을

통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긍·부정 프레이밍이 미칠

수 있는 감성적 변화를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감

성적 반응의 차이는 돕기 행위에서 긍·부정 프레이밍

을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긍·부정 프레이밍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

인을 밝혀 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 추후 연

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넷째, 본 연구

에서는 긍·부정 프레이밍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을 살

펴보았다. 그런데 관여도는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변인이어서 독

립변인으로의 적절성이 높지 않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정 이입의 정도나 동정심과 같이 태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은 변인들을 이용하여 조사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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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긍정적 유형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평균 2만6천명이
매일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예방접종을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빠져있는 아동들을 영양공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기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원의 후원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유형

전 세계 어린이의 8명중 1명은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평균 2만6천명이
매일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영양공급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영양실조의 고통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기아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달 2만원의 후원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