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사회 이슈에 한 청 의 태도변화를 목 으로 하

는 공익캠페인이 국내에서최근 건강, 아동학 , 연, 인

터넷 문화 등 다양한 이슈로 확 되고 있다. 공익 고캠

페인 연구들은 효과 인 캠페인 소구방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거나 실제 행동변용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

는데 을 두었다[1]. 하지만 공익 고가 각기 다른 목

표 략(향상 vs. 방어)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청 의

행동변용에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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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청 의 행동변용을 해서는 두 가지의 목표

략이 사용될 수있는데, 향상 략과 방어 략이 그것

이다[2]. 를 들어, 연캠페인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라는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는 목표(향상 지향)를 지

닌 동시에, 폐암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한 목표(방어 지향)를 지닐 수 있다.

자기조 이론(self-regulatory focus theory)은 이

러한 목표 략이 특정 행동의 변화가 자기조 체계의

지향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3]. 즉 개인의

목표 지향성에 따라 향상 략 혹은 방어 략이 효과

일 수 있으며, 실제 태도변화는 고 메시지를 어떤 략

으로 근하는지에 의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익

캠페인은 바람직한 사회 가치를 목표로실질 인 청

의 태도 행동변화를 지향하므로자기조 체계에 부합

하는 략이 캠페인 효과에 결정 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조 이론에 근거하여 목표지향을

한 향상 략과 방어 략이 공익 고캠페인의 효과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공익캠페인은 이슈에 한 청 의 행동변화를

궁극의 목표로 하지만 태도-행동 계의 설명력을 높이

기 해서는 정서 여 혹은 몰입과 같은 매개변인을

가정할 수있다. 를 들어, 아동학 방 캠페인은본질

으로 부 정서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정서는 캠페인에 한 수용자의 몰입과 참여 동기를

진하는데 작용하기 때문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

캠페인에 한 태도와 몰입, 참여 행동의 계를 가정하

고, 특히 자기조 체계가 이들 계를 매개하는 구조모

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만일 본 연구가 검증된다면, 공익

캠페인의 설득 효과를 높이기 한 정 정서 임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2. 론적 배경과 연 형

2.1 공 캠페

공익캠페인은 사회 문제해결을 해 수행되는 비

리 사회 마 의 일환으로 공 의구체 인 행동변화

를 목 으로 한다. 폭력 방, 음주운 방, 아동학 방

지, 연, 건강, 에 지 약, 온라인 등 다양한 사회

이슈가 공익캠페인의 주제다. 이와 같은 이슈들을 해

결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고 믿기 때문에 부분의 국가들은 비 리 공익캠페인

기구를 운 하고 있다[5,6].

기 련 연구들은 이성 태도 모형에 기 하여 사

회 이슈에 한 태도와 의도 행동의 계를 다루었

다. 나아가기존태도형성에 향을 주는 련성, 친숙성

등의 캠페인 요인을 제안했다[7]. 한 캠페인의 커뮤니

이션 효과를 높이는 정서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정서

소구에 따른 청 의 반응 차이를 밝히기도 하 다[8,9].

일반 으로 공포와 같은 부정 정서가 공익캠페인에

한 청 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 부정 정서는 설득 과정을 약화시키고

항 태도를 유발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1]. 그에

한 안으로 유머나 정 정서를 이용하는 캠페인에

한 심이 높은데, 특히 연 등의 캠페인은 부정 소구

가 지배 이지만 에 지 약과 같은 캠페인에서는 정

소구의 효과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캠페인의 정서 소구는 청 의 정서반응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 청 의 캠페인 태도 여도를

증가시킨다. 한 캠페인 주제에 한 개인 련성은

메시지에 한 직 인 개입에 정 향을 주며, 주

규범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신념체계는 공익캠페

인 메시지에 한 수용 정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5,10].

2.2 정 적 몰

사회 이슈들은 본질 으로 정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익캠페인에 한 정서 반응은 캠페인

효과에 있어 매우 요하다[4].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캠

페인은 몰입을 통한 감정 이와 인지 매개를 진하

고 직 인 행동변화에 향을 다[11].

정서 몰입(emotional engagement)은 특정 메시지에

한 높은 수 의 통찰과 개인 련성을 반 하며

상에 한 감정 인 일체감을 지각하는 상태를 말한다.

높은 정서 몰입은 련 메시지나 주장에 한 주의력

을 증가시키고 깊은 정보처리 가능성을 진한다[7]. 정

서 몰입은 과거 서비스 마 연구에 주로 태도나 호

감도와 직 련된 거변인이자 고객과의 계 유

감을 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

근 몰입의 양면( 정 vs. 부정)이 사회 마 맥락에서

캠페인 수용성에 서로 다른 향을 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 있다[12]. 특히 부정 정서의 유인가는 명시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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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암묵 으로 나타나므로 정 정서와는다른 방식으

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정서 몰입은 다차원 구조를 지니지만, 정 인

몰입 수 이 높을수록 캠페인 메시지에 한 능동 인

처리를 유발하고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도록만드는 경향

이 있다. 이는 정서 몰입의 증가가 공익캠페인이 주장하

는 사회 이슈에 한 청 의 여를 높이고 강한 정서

인 공감 를 유발하기 때문일 수 있다.

공익캠페인에 한 몰입은 자아 련성 수 에 향을

주고 메시지 주장을 실천하려는 행동의도에직 인

향을 다[1]. 한 청 들이 공익캠페인 메시지를 인지

으로 처리하고 동기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서 반응은

메시지에 인지 처리와 그에 따른실천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13,14]. 이에 본 연구는 정서 몰입이

공익 고캠페인에 한 정 호감의 결과변인이자 구

체 실천의도에 향을 주는 변인이라고가정하고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공익캠페인에 한 호감도는 정서 몰입에 직

인 향을 것이다.

H2: 공익캠페인에 한 정서 몰입은 실천의도에 직

인 향을 것이다.

2.3 기조절 점 론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해 향상과 방어라는 두 가지

의 지배 인 지향성을 사용한다[2,3]. 향상 은 성장과

발 을지향하며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려는 략인 반면,

방어 은 안 과 안정과 련된지향성으로 바람직하

지 않은 상태를피하려는 략이다. 향상 략은 개

인이 희망이나 열망을 이루려는 자신의 이상 자아를

활성화시키고, 방어 략은 개인의 책임감이나 당

성을 지키려는 의무 자아를 활성화시킨다[3].

한 향상 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 으로

임된 메시지에 반응성이 높고, 방어 을 추구하는 사

람들은 부 으로 임된 메시지에 훨씬반응 인 경향

이 있다. 메시지가 신뢰롭다고 지각될 때, 정 임은

부정 임보다 사람들의 태도에 더 강한 향을 다.

그러나 메시지 처리에 한 노력의 양이 많거나 메시지

여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정 임이 정 임보다

더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15,16].

편익이론의 에서, 향상 략은 청 들이 공

익메시지를 수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달하는 반

면, 방어 략은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을 때 받게

될 부 효과를 달하는 것과 같다[17]. 이때 정 정서

( , 사랑, 유머, 자부심, 즐거움)는 향상 략에 기 하고

부정 정서( , 공포, 죄의식, 부끄러움)는 방어 략에 기

하여청 의태도와의도에각기다른 향을주게된다.

메시지 이 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느낌 등 기본

인 정서변화에 향을 주기 때문에 정 부정의 정

서 메시지 이 은 자기조 의 향상 방어

략과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9]. 즉 향상 략의 정 임 메시지는향상

의 부정 임 메시지보다 더 효과 이었고, 방어

략의 부정 임 메시지는 방어 의 정

임 메시지보다 더 효과 이었다. 이처럼 자기조 체계

는 메시지 이 에 따라 조 될 뿐만 아니라 의도와

평가에 한 정보처리의 효과를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20]. 비록 공익캠페인에서 자기조 의 매개효

과는 상 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정서 임과의 상

호작용을 고려할 때 캠페인의 정서 효과를 매개할 가능

성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공익캠페인의 고유형은 개

인의 목표지향성과 하게 련되므로 캠페인의 향상

략과 방어 략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유형에 따

른 개인의 선호에 향을 것으로 측된다. 이에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H3: 공익캠페인에서의 향상 략은 캠페인 호감

도와 정서 몰입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H4: 공익캠페인에서의 방어 략은 캠페인 호감

도와 정서 몰입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2.4 연 형

앞서의 논의를바탕으로 본연구는 Fig. 1과 같은 가설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Campaign
Liking

Emotional
Engagement

Intention to
Act

Promotion
-focus

Prevention
-focus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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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은 캠페인 호감도와 정서 몰입의 직 련성

을 가정하고, H2는 정서 몰입과 캠페인에 한 실천의

도의직 련성을제안한다. 그리고 H3과 H4는캠페

인 호감도와몰입 간의 계에서 향상 방어 략 각각

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것이다.

3. 연 방법

3.1 연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공익캠페인의 실천의도에 향을 주는

캠페인 호감도와 몰입의 계와 자기조 체계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공익캠페인의 효과는 고가

지닌 정서 유인가에 따라 향을 받으므로 연구에 사

용될 고물의 정서성 편차를 이기 해 1, 2차에 걸쳐

고물을 선정하 다.

먼 실험 고물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방송

고공사에서 집행한 공익 고 명백하게부 소구를

사용한 주제( 연, 폭력)를 제외하고 비교 정서 으로

립 이라고 단되는 약 25편의 고물을 1차 추출하

다. 1차 추출된 고물을 상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

원 2명이 정서 으로 립 이라고 평가가 일치하는

고물 10편을 최종 선정하 고, 이들 캠페인의 주제는 공

동체, 가정, 환경, 보건, 경제 등을 포함했다.

2차 선정된 10편의 고물은 쇼카드로 제작되었고 70

명의 학생을 상으로 측정되었다. 연구자는 각 쇼카

드를 무작 순서 로 제시하고 참여자들은 각 고에

한 평가를 개별 으로 실시하 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49(SD=3.22)세이었다.

측정된 고물 정서성 평가에서 수에 가장 근

한 3편의 고물(공동체, 경제, 보건)을 최종 분석 상

으로 하 다. 따라서 고물에 한 평가가 정서성에 의

해 오염될 가능성을 매우 낮은 것으로 단되었다. 분석

상 고물의 평균은 3.40에서 3.58의 범 고(SD=.73

∼.96), 3개 고의 합산평균을 각 변수의 측정치로 사용

하 다.

3.2 측정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익 고물은 실제 집행된 고

물로 생태학 타당도는 높지만 노출경험이 참여자들의

반응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고에 한 친숙성 2

문항을 7 척도로 측정하 다(1=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 이들 문항은 ‘이 고물은 친숙하다’, ‘이

고물을 본 이 있다’ 고, 문항의 평균 수를 고친

숙성 수로 하여 공변인(covariate)으로 분석하 다.

고 호감도와 캠페인 실천의도는 7 척도(1=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측정되었다. 캠페

인 호감도는 ‘좋아한다’, ‘호감이 간다’, ‘마음에 든다’의

3문항이었고, 캠페인 실천의도는 ‘캠페인을 실천해 보고

싶다’, ‘캠페인을 따라할 것 같다’, ‘캠페인 실행에 심이

많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8]. 본 연구에서 3문항의

평균 신뢰도는 α=.945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 몰입은 캠페인에 한 련성과 감정 일체

감이라는 개념화에 기 하여, 3문항의 7 척도(1=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하다’)로 측정하 다. 문항

은 ‘나와 하게 련된다’, ‘나의 상황에맞춘 것 같다’,

‘최근 나의 개인상황에 부합한다’로 구성되었다[7]. 이들

문항의 평균 신뢰도는 α=.831이었다.

자기조 체계는 향상 과 방어 으로 구분되며

각각 7 척도(1=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하

다’)로 측정되었다[18]. 향상 은 ‘나는 종종희망과 소

망을 성취하는 것을상상한다’, ‘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

습을 상상한다’,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성공에

심을 기울인다’, ‘나는 성공 인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

의 4문항이었고,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α=.828이었다. 한

편 방어 은 ‘나는 종종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

서 걱정한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못하는 것을 상상

한다’, ‘평소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한다’의 3

문항으로구성되었고,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556으로 나

타났다.

3.3 방법

본 연구모형은 측정문항의 합산 평균 수를 사용한

경로모형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2를 검

증하기 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고, 가설 3 가설 4는 SPSS Mediation Procedure의

Bootstrapping(sampling=5000)을 이용해 병렬매개효과

를 분석하 다. 매개변수의 간 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신뢰구간으로 해석하 다[21].

4. 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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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  결과

Table 1은 측정변수들의 상 계 기술통계치, 구

성신뢰도를 나타낸다.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상 계

수의 범 는 정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정변수들

의 구성신뢰도 범 는 .620에서 .847로 양호한 별타당

도를 보인다[22].

Table 2는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이며, 합도 지

수들(goodness-of-fit)은 본 연구의 가설모형이 상당히

양호한 모형임을 보여 다(chi-square=1.142, p>.05;

RMR=.019, AGFI=.967, NFI=.989, RFI=.967). 한 경로

효과에 있어 캠페인 호감도는 정서 몰입에 직 이고

유의미한 향을 주었고(t=3.344, p<.001), 정서 몰입

한 캠페인 실천의도에 직 이고 유의미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t=2.120, p<.05). 따라서 가설 1과 가

설 2는 지지되었다.

4.2 기조절체계  매개효과

Table 3은 향상 방어 의 병렬매개효과를

보여 다. 먼 향상 자기조 모형과 방어 자

기조 모형의 설명력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향상 모형R2=.395, F=14.336; 방어 모형

R2=.296, F=9.256, 모두 p<.001).

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D 1 2 3 4 5

1. Campaign Liking 4.261 .895 .788

2. Prevention-focus 3.948 .921 .248* .620

3. Promotion-focus 4.471 .836 .373** .164 .797

4. Emotional Engagement 4.456 .791 .542*** .139 .479*** .847

5. Intention to Act 4.191 .890 .730*** .118 .320** .538*** .781

*p <.05, **p <.01, ***p <.001
Note. Diagonals are composite reliability (CR) coefficients

Table 2. Path Analysis Result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 Error t R2

Promotion-focus
Campaign Liking

.373 .104 3.344*** .139

Prevention-focus .248 .120 2.128 .062

Emotional
Engagement

Campaign Liking .426 .093 4.067***

.384Promotion-focus .323 .097 3.175**

Prevention-focus -.020 .084 -.020

Intention to Act
Campaign Liking .621 .094 6.556***

.562
Emotional Commitment .201 .106 2.120*

Goodness-of-fit
chi-square(3)=1.142 (p=.381), RMR=.019, GFI=.993,

AGFI=.967, NFI=.989, RFI=.967
*p <.05, **p <.01, ***p <.001

Table 3. Regression Results of Parallel Mediation
Promotion-focus(M1) Prevention-focus(M2) Emotional Engagement(Y)

B SE t/95%CI B SE t/95%CI B SE t/95%CI

Campaign Liking(X) .393 .108 3.652** .251 .126 1.987 .468 .094 4.989***

Promotion-Focus(M1) .328 .101 3.26**

Prevention-Focus(M2) -.020 .086 -.237

Total effect .479 .094 4.989***

Familarity(C) .080 .071 1.127

Indirect effect:
Bootstrapping

.131 .062 .027, .277 -.009 .023 -.067, .028 .122 .066 .019, .279

Indirect effect:
Sobel Test

.106 .048 Z=2.217* .001 .026 Z=.042

Goodness-of-fit R2=.395, F(3,66)=14.336*** R2=.296, F(3,66)=9.256*** R2=.395, F(4,65)=10.612***

*p <.05, **p <.01, ***p <.001

Note. B=Un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ized error, M1=Mediator 1, M2=Mediator 2, C=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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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캠페인 호감도는 향상 자기조 에

유의미한 직 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t=3.652, p<.01),

방어 자기조 의 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1.987, p>.05). 한 향상 자기조 은 정서 몰

입에 유의미한 직 효과를 보 지만(t=3.36, p<.01), 방

어 자기조 은 정서 몰입에 유의미한 직 효과

를 보이지 않았다(t=-.237, p>.05). 이때 Table 2와 유사

하게, 캠페인 호감도와 정서 몰입의 직 인 계는

유의미하 다(t=4.989, p<.001). 따라서향상 은 캠페

인 호감도와 정서 몰입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기 되지만, 방어 은 매개효과가 약한 것으로 보인

다. 구체 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95% 신뢰구간

의 Bootstrapping 결과에서, 향상 자기조 의 간

효과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하지만(신

뢰구간 하한계 .027, 상한계 .277), 방어 자기조 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간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하한계 -.067, 상한계 .028). 유사하게

Sobel 검증치의 경우에서도 향상 의 간 효과는 유

의한 반면(Z=2.217, p<.05), 방어 의 간 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Z=.042, p>.05).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

지만, 가설 4는 기각되었다.

5. 논  및 결론

5.1 논

공익 고캠페인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

치를 형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효과 인 캠페

인 략에 심이높아지고 있다. 이에본 연구는 공익캠

페인에 한 호감과 정서 몰입, 그리고 그에 따른 캠페

인 실천의도를 악하고자 하 다. 나아가 자기조

이론에 근거하여 캠페인의 향상 방어 략

이 어떻게 다른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는 먼 공익캠페인에 한 청 의 호감

도가 직 인 정서반응으로서 몰입에 향을 주고, 몰

입은 궁극 으로 캠페인에 한 실천의도를 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반응이 공익 고캠페인의 소구

방식에서 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청 들의 캠페인 실

천 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4,12].

본 연구에서 가정한 캠페인호감도, 정서 몰입, 실천

의도의 계는 양호한 수 이지만, 추가 으로 캠페인에

한 호감도와 실천의도의 직 인 계를 가정할 때

캠페인 실천의도에 한 설명력은 56.2%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공익캠페인에 한 청 들의 실천의도는

정서 몰입을 통한 간 효과 뿐만 아니라 호감도의 직

효과를 가정할 때 더 측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공익캠페인에 한 호감도는 향상 자기조

과는 직 련되지만, 방어 자기조 과는 직

련되지 않았다. 나아가 향상 은 정서 몰입에 직

향을 주지만 방어 은 정서 몰입에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캠페인에 한 호감도와

정서반응의 계는 향상 자기조 에 의해 매개되지

만 방어 자기조 에 의해서는 매개효과가 매우 약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 임의 고

메시지가 부정 임의 고 메시지보다 수용자의 평가

반응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19]. 특히 공익캠페인은 본질 으로 수용자의 정서반

응을 발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공익캠페인의 메시지가

두려움이나 부담감과 같은 부 정서보다는 목표행동을

통한 자기향상의 성취, 희망, 성공과같은 정 정서에

을 둘 때 캠페인에 한 몰입을 증진하고 목표행동에

한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5.2 제한점 및 후연

본 연구는 자기조 이론에 근거한 정 정서

임의 향상 략이 공익캠페인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것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다

고물을 사용하여 기 정서 유인가가 립 인

고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그래야 몰입의 효과가 호

감도의 결과인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나, 그로

인해 고 자체의 정서 유인가 효과를 다루는지는 못

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공익 고물의 정서 유인

가와 향상 방어 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도 흥

미로운 연구일 것으로 기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

별 참여자가 많은 고물을 보아야 하는 연구 설계를 하

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약하므로 향후 연구에

서 개별 참여자의 특성(성별, 연령)을 연구변인으로 다루

는 것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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