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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중 10〜29세에 이르는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시기에 소음성 난청을 앓게 될 경우 심각한 난

청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1]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 요소로 많은 학자들이 메

시지의 구성과 전달방식을 꼽을 정도로 메시지는 설득적 

차원에서 조직이 공중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청력손실 예방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보

건, 예방 및 산업의학 등의 분야에서 음향기기 사용이 청

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청력손실 예방 대책 및 방안, 소음

과 개인의 소음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실천이 청력손실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청력손실 예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 메시지 전략측면과 실행의 효과면에서 메시지 내용의 

표현방법과 효율적 전달방법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청력손실 예방 공익광고 

메시지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자기효능감 정보

제공(유/무)에 따라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다. 개별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지각된 위험과 미래지향 시간관을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청력손실 예

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

행할 때 메시지 전략측면과 실행의 효과면에서 메시지 

내용의 표현방법과 효율적 전달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다음과 같이 이 연구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수용자의 청력손

실 예방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메시지 내 효

능감 정보 포함 여부(유/무)에 따라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지각된 위험 수

준에 따라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미래지향 시간관에 따라 청력손실 예방

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 메시지 프레이밍 유

형과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 무에 따라 수용자

의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는크론

바흐 알파(Cronbach Alpha)로 측정하였다. 둘째,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 지각

된 위험수준, 미래지향 시간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

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메

시지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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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청력손실 예방 공익광고 메시지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자기효능감 정보제공(유/무)에 따라 수용자의 청력손실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개별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지각된 위험과 미래지향 시간관을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청력손실 예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 메시지 

전략측면과 실행의 효과면에서 메시지 내용의 표현방법과 효율적 전달방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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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표 1.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별 청력손실 예방의도

N M SD t p

긍정 68 5.39 1.270
.161 .873

부정 62 5.35 1.411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별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 프레이밍이 

5.39점, 부정 프레이밍이 5.35점으로 긍정인 경우에서 청

력손실 예방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여부에 따른 청력

손실 예방의도

N M SD t p

유 59 5.54 1.322
1.353 .178

무 71 5.23 1.337

  

  메시지 내 효능감 정보 포함 여부에 따른 청력손실 예

방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효능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청력손실 예방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지각된 위험 수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

N M SD t p

고 69 5.59 1.338
2.025* .045

저 61 5.12 1.295

* p<.05

  지각된 위험 수준(고/저)에 따른 청력손실 예방의도는 

위험수준이 높은 집단이 5.59점, 낮은 집단이 5.12점으로 

위험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력손실 예방의도가 더 높았다

(t=2.025, p<.05).  

Ⅳ. 결론 및 논의 

  연구결과, 수용자의 지각된 위험 수준이 높을 경우 청

력손실 예방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으나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제공하는 메시지에

서 청력손실 예방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20대를 대상으로 청력손실 예방과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캠페인 실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시간 및 음량에 있어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폰

이나 헤드폰을 사용함에 따른 청력 저하 내지 손실의 위

험성, 한번 손상된 청력세포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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