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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message design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and find out its educational availability and implications in environment education.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on questionnaires answered by 244 students of S university at lunch time in the 
school restaurant with the imaginary scenario that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food price due to photovoltaic-equipment.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9 groups and according to whether the eco-friendly message components are offered 
and the different rate of a rise in the foods’ price. In order to look over various aspects of attitudes, the questionnaires 
are subdivided into 2 par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attitudes; the preference as an cognitive-affective attitude 
and the intention of visit as an behavioral attitu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co-friendly message desig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attitude.
(2) If given explanation including information regarding eco-friendly facility and marking eco-friendly’ adject, it has 

an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 preference and intention of visit.
(3) It is more effective to offer the information about the reason why the cost increase than just explain the eco-friendly 

characteristics of object as the message design strategy to attract student’s positive attitude. 
(4) Although it is required to burden a certain scale of cost, students show higher preference and intention of 

visit if given the eco-friendly mess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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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교사는 어느 교육의 장에서나 교육의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박은혜, 2003)으로, 교

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실 수업은 교사의 언어로
시작되며(박철웅, 2004), 교사가 수업 중 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

려해야 한다. 교사의 언어적 표현은 수업 현장에
서 환경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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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적 쟁점을다루는데 있어 학습자의 인식

과 가치관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는 발화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맥락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

체계가 학습의 문맥에 따라 재구성(Re-contex-
tualiztion)(Mercer, 1994)될 수 있도록 해준다. 학
습자의 사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

의 언어는 심리적 학습 환경의 토대가 되며, 이
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message)는 ‘기호의 패
턴으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행동을 변화(Fle-
ming & Levie, 1993)’시킨다.      
이러한 메시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상생활에서 에너

지 절약과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메시지

디자인 연구(김재영과 김창경, 2001; 김재휘와
김태훈, 2002; Lord, 1994; Obermiller, 1995; Davis, 
1993; Velde et al., 2010)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광고학, 심리학, 경영학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적 관점에
서 친환경 메시지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신지혜(2009)는 환경교육 분야에서 환경 관련

개념이나 용어를 학습자에게 전달할 때 교사의

언어 선정 및 표현 방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친환경적 태도 및 행동 변화
를 추구하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인
지적, 정의적, 심동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메시지 디자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교육에서 교사의 메시지 디자

인이 지니는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도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이 지
니는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가설 아래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가상의 상황에서 특정한

메시지 디자인이 학습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은 응답자들의 태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응답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학습과 언어 교류 방식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있다. 학습은개인과개인사이의상호교류를
통해, 한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intra-indi-
vidual change)를 일으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Vygotsky, 1978). 이때 언어는 이러한 학습을 유
도하는 매개체로써, 새로운 정보나 정서를 학습
자 자신의 이해체계 안으로 연결시켜 소화하는

과정, 즉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
ment)의 형성과 확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1. 교수적 메시지 디자인

언어는 학습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

해 교수가 행해지고, 결국 이해체계가 형성되도
록 하는 학습의 수단(이영자와 고소영, 1999)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Wells와 Chang-Wells(1992)
는 학생의 발달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언어적 매

개체로써 교사의 언어를 강조하였다. 교사와 학
생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수많은 언어를 주고받
는다.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기호의 패턴으로 심동적, 인지적, 정
의적 행동을 변화(Fleming & Levie, 1993)’ 시키
는 기능을 한다. 교사는 의사소통 및 학습자의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고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에 대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메시지 디자인은 그간 수
용자들의의사결정을유도하기위한마케팅및캠

패인 차원에서 활용되었으며, 주로 경영학, 심리
학, 사회학분야등의분야를통해해당주제와관
련된연구가진행되었다(Petty et al., 1983; Green-
wald & Leavitt, 1984; Puto, 1987). 그러나수업 상
황에서 메시지가 수용자인 학습자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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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학계에서도 교수적 차원

의 메시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학문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Fleming와 Levie(1993)는교수언어의중요성에

입각하여 ‘교수적 메시지 디자인(Instructional me-
ssage design)’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변호승 등
(2006)에 따르면 적절한 교수적 메시지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미시

적인 차원의 교수 설계(Instructional design)방안
으로, 일종의 ‘메시지디자인’의영역에해당한다. 
메시지디자인은 ‘메시지의물리적형태의조작을
위한 계획(Grabowski, 1991)’으로써, 전달자와 수
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

지적, 심동적(psycomotor) 원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메시지 디자인은 교사가 환경 이슈를

비롯한 주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의사소통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즉, 메시지 디자인은 환경 교육 현장에서 교
사들이 고려해야할 주요한 언어적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교사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학습자들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메시지 디자

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태양광에너지 

『2011년도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수요부문별에너지소비구조는산업부

문 56.0%, 수송부분 22.8%, 상업공공 부문 9.8%, 
가정 부문 11.9%의 비중으로, 상업공공 및 가구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추세

이다. 특히 상업공공 부문은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07/’10년 16.6%)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
난방 수요 증가와 사업체 수 및 대형 건물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최근 이러한 도시사회의 에너지 소비 경향은

과도한 자원 사용으로 인해 전 지구적인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종의 에
너지 절감 방안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
축물을대상으로재생에너지시스템보급이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건
물통합형 태양광 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V)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도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개의 신재생 에너

지 보급 정책 가운데 태양광은 유지 관리가 용이

하며, 공해 및 재료의 부식 없이 전국적으로 발
전을 할수있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반영운과
이태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 대다수는

이러한 국내 태양광 보급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에 해결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태양광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와 발전단

가가 높기 때문에, 상업 시설의 경우 이를 도입
하는데 있어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

가피하다. 이와 같이 태양열의 이용에 대한 기
술은 많이 연구 개발된 상황이며, 그 인지도 또
한 높다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급에 있어
많은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이충국 등, 2003).
Louise 등(1981)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에 있어

서 가격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제반 분야에서 태양
광에너지와 같이 설치, 유지에 비용 부담이 수
반되는 에너지 시설 도입 시 가격 요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에너지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여

기에 수반되는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

감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
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인상 적정 범위

를 확인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잠재
적 소비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의 긍정적 인식

과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지심리학적 학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일종의 미시적 차원의 교수 설계

방안으로서 메시지 디자인이 대학생들의 친환

경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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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학교 내 음식점의 태양광에너지 시

설 설치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가상 상

황을 가정하고, 메시지 디자인이 해당 시설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의 대

학생 244명이다. 환경교육이 환경적으로 소양

있는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미래 세
대를 위한 생태적 가치 함양에 있어 중요한 의

의를 지닌다. 
대학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표 1

과 같다. 
성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며, 학과의 경

우 인문계와 자연계열이 주를 이루었다. 응답자
가운데 93.0%가 환경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
이 없다고 답하였다. 

2. 설문조사 절차

설문조사 시행 시 일차적으로 대학생들이 일

상적으로 이용하며, 음식가격 인상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하는 장소와 시간을 고려하였다. 이에

표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항목 구분
빈도

(개)

백분율

(%)

성별

남성 119 48.8

여성 124 50.8

무응답 1 .4

학과

인문계 102 41.8

자연계 120 49.2

예체능계 21 8.6

무응답 1 .4

환경단체활동

무 227 93.0

유 16 6.6

무응답 1 .4

합계 244 100

따라 2011. 6. 2～6.10 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후(12:00～13:00) S대학교 교내 직영 식
당에서 식사를 마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가상 시나리오
및 태도 즉, 선호도, 방문 의사를 묻는 문항이
담긴 설문지를 배부하고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3. 설문조사 내용

설문지는 식당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정보를 담

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가상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선호도와 방문 의사1)를 묻는 순으

로 구성하였다. 

가. 가상 시나리오

Catterall과 Ibboson(2000)에따르면가상시나리
오 기법은 학습자가 간단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상의상황에서자신의감정, 행동, 동기에대해
생각해볼수있도록유도하는전략이다. 본연구
에서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에서 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으로인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메뉴판을 통해 ‘전력 공
급 시설 교체로 인해 본 식당의 음식 가격 인상

이 불가피하다’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에대해환경관련정보를담은메시지가해

당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메시지 디자인

을 적용하였다. 
먼저 음식 가격 인상에 대한 원인으로, 환경관

련 요소를 포함한 ‘태양광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시설 설치’라고 제시한 경우와 환경적 요소
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전력 공급 시설 교체’라고
만 제시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에게 친환경적 이미지를 연상

시키기 위한 메시지 전략으로써 ‘친환경 형용사’
를 활용하여 메뉴판의 텍스트를 재구성하였다. 
음식명에 친환경 형용사 제공 유무에 따라 집단

을 세분류하였다2).
친환경 형용사 선정을 위한 사전 연구로, 환경

1) Peterson et al.(1992)과 윤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태도 측정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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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자가 친환경 형용사 12가지를 선정한
후, 환경 전공 대학원생 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태양광에너지를연상시키는단어 5가
지를 선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형용사
는 ‘반짝이는’, ‘깨끗한’, ‘청정’, ‘환한’, ‘햇살담
은’이며, 이들을 각 음식 이름 앞에 제시하였다.
한편, 가격 인상에 따른 학습자들의 태도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격 변수를 설정하였다. 
Monroe(1990)는 구매결정 요인으로 가격을 고려
하는 정도를 가격 인식(Price consciousness)이라
하였으며, Paladino와 Ng(2012)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적 제품에 대한 구매를 결정할 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여부가 해당 제품에 대한 가

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해당 연구 결과를 차용하여 태양에너지 시

설설치로인해발생하는음식가격인상범위달

리하여, 집단별로 10%, 20%, 30%의 가격 인상
률을 적용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선호도와 방문 의사

설문 항목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선호도

와 방문 의사를 묻는데, Berkowitz 등(1970)의
연구를 토대로 선호도는 인지적 및 감정적 태도

를, 방문 의사는 의사결정 부분으로 행위적 태도
를측정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태도를 오직
감성적 요소만으로 간주하여 인지적 요소와 행

동적 요소를 구분하여 신념과 행동의도로 보는

단일 이론(Katz, 1960)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
나 환경 태도는 현실 속에 내재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그 경향성을 나타내므로, 단
순히 감정적 요소만으로 간주할 수 없고, 인지
적 태도와 결합하여형성된다고할수있다. 따라
서본연구에서태도는인지적및 감성적영역을

동시에 고려한 선호도와 행위적 영역으로써 방

문 의사결정을 묻는 설문 문항들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호도와 방문 의사는 ‘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를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

표 2. 설문 문항 내용과 신뢰도(Cronbach's α)

항목 설문 문항

Cron-

bach's

α

선호

도

이곳이좋은음식점이라는생각이든다.

.828
이 음식점이환경친화적인느낌이든다.

이음식점에긍정적인느낌이든다.

이 음식점에 호감이 간다.

방문

의사

이음식점에방문하고싶은느낌이든다.

.839타인에게이곳을방문하도록추천하겠다.

기회가된다면이곳에서식사를하고싶다.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메시지 디자인 ‘태양광에너지 설치’와 ‘친환

경형용사’, 가격요소에따라 9가지집단으로나
누어, 유형 당 30개씩 27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6개를 제외
하였고, 최종 244개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선호도와 방문 의사는 각 세부문항을 모두

합하여 산출된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들의특성을알아보기위하여기술통

계치를 산출하였다.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의 태
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보기위해 SPSS(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설문지 분석 결과

1. 친환경 메시지 

친환경 메시지를 제공했을 때, 음식점 선호도
와 방문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음식점 가격 인
상에 따른 원인으로 태양광에너지 설치라고 제

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음식점 선호
(p<0.000)와 음식점 방문 의사(p<0.000)가 높게
나타났다(표 2). 또, 음식 이름 앞에 친환경 형용

2) 부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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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표기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음

식점 선호도(p<0.000) 및 방문 의사(p<0.005)가
높게 나타났다(표 3). 

2. 가격 

가격 인상 부담만 주어졌을 때, 태도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격이 10%, 20%, 
30%로 인상함에 따라 음식점 선호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표 4), 방문 의사는 점차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표 5). 
이러한 가격인상에 대한 친환경 메시지와 형

용사 표기의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은 메시지 대상에 대한 선

호도와 방문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식당의 가격 인상 원인에 대한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정보를 할 경우, 가격이 10%, 
20%, 30% 인상되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선호
도와 방문 의사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먼저 가
격을 10%, 20%, 30% 인상했을 때 친환경 메시
지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음식점 선

표 3. 태양광에너지 정보 제시에 따른 선호도 및 방문 의사 분석 결과

태양광에너지 제시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값 유의 확률

음식점

선호도

무 89 2.69 .73 .07
-6.33 0.000

유 155 3.30 .75 .06

음식점

방문 의사

무 89 2.60 .74 .08
-5.089 0.000

유 155 3.12 .76 .06

표 4. 친환경 형용사 표기에 따른 선호도 및 방문 의사 분석 결과

친환경 음식

형용사 표기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값

유의

확률

음식점

선호도

무 166 2.92 .79 0.79
-4.537 0.000

유 78 3.40 .72 0.61

음식점

방문 의사

무 166 2.82 .79 0.1
-3.198 0.002

유 78 3.16 .75 0.1

호도가 0.713(p<0.000), 0.581(p<0.005), 0.494 (p< 
0.05) 높게 나타났다(그림1). 방문 의사는 가격
을 10%, 20%, 30% 인상했을 때, 친환경 정보를
제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0.633(p< 
0.000), 0.423(p<0.05), 0.467(p<0.01) 높게 나타났
다(그림 2).

표 5. 가격 인상에 따른 선호도 분석 결과

가격

인상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자유

도
F값

유의

확률

10% 82 3.12 .81 0.09 2

.725 .48620% 87 2.87 .74 0.09 2

30% 75 2.79 .80 0.10 2

표 6. 가격 인상에 따른 방문 의사 분석 결과

가격

인상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자유

도
F값

유의

확률

10% 82 3.12 .81 0.09 2

2.908 .05720% 87 2.87 .74 0.09 2

30% 75 2.79 .80 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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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격 인상과 친환경 메시지 정보 제시에 

따른 음식점 선호도 분석 결과 

그림 2. 가격 인상과 태양광에너지 제시에 따른 

음식점 방문 의사 분석 결과

둘째, 음식 이름 앞에 친환경 형용사를 표기한
경우, 비교적적은가격인상률에서만해당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10%, 
20% 인상했을 때, 친환경 형용사를 제시한 경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음식점 선호도가

0.700(p<0.001), 0.462(p<0.0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가격을 10% 인상했을 때, 음식점 방문
의사는 친환경 형용사를 제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0.596 높게 나타났다(p<0.005)(그
림 4). 

3. 기타 변인

음식점 선호도 및 방문 의사에 대한 배경변인

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음식점 선호도
에 대해 대학생의 성별(r=.0090), 연령(r=.079), 
학과(r=.071), 환경단체와의 연계성(r=.052)으
로 나타났고, 음식점 방문 의사에 대해 대학생

그림 3. 친환경 형용사 표기와 가격 인상에 따른 

음식점 선호도 분석 결과

그림 4. 친환경 형용사 표기와 가격 인상에 따른 

음식점 방문 의사 분석 결과

의 성별(r=.009), 연령(r=.046), 학과(r=.020), 
환경단체와의 연계성(r=.032)의 모든 변수에 인
구통계학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 의

첫째, 에너지시설에 대한 친환경 메시지 디자
인은 대학생의 태도 즉, 선호도와 방문 의사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ckenzie 등(1986)의 광고메시지와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메시지에
대한 짧은 접촉기간 동안에도 이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을 나타낸다. 이는 메시
지 자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수용자들의 태도 반

응을 유도하는 데 설득력을 지님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친환경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

는 텍스트 메시지를 제시한 경우, 대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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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대상에 대해 인지적․감성적 태도와 그

에 따른 행위적 태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메시지가 긍정
적인 연상을 유발하는 단서를 작용하여 메시지

가 보다 호의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Maheswaran와 Levy(1990)의 긍정적 단서이론

(Positive cue effects)을 지지한다. 
더불어 비록 가상의 상황이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 응답자들은 선호를 묻는 인지적, 감성적
영역을 넘어 실천 의사와 관련된 행위적 영역에

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특정
한 감정 상태가 사회적 판단의 전제가 되어 의

사결정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정 전이 이론(Affective Infusion Model, AIM)3)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메시지가 대상에 대한 내

면의 정서적 변화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동기
유발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은 대학생뿐 아

니라 다양한 환경교육 현장의 학습자들에게 환

경 관련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이와 같이 메시지 디자인이 학습자들

의 태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여, 
환경 관련 주제에 따라 각각의 수업 상황에 적

합한 메시지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 메시지 정보를 제시했을 경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선호도와 방

문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내었다. 
이에 대해 전성재(2011)는 메시지 대상이 가

까운 미래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적인 메시지일 경우 경제성을 강조한 메시

지보다 수용자 동의에 대한 우위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설명한다. 특히인간의삶과직결된환
경,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모험선택 프레이밍 효
과가비교적성공적으로발생하는영역(Fagley & 
Miller, 1997)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구매의사 결

정에 있어 친환경성을 강조한 메시지에 제시된

가치를 보다 크게 인식하고 경제적 비용을 감수

하는 일종의 모험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
서 친환경성을 강조한 메시지는 경제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득 전략으로 경제적

판단 가치보다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환경

친화적인 태도 함양을 유도하는 데 있어 매우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값이 20～
30% 높인 경우 응답자의 경향이 점차 감소하였
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 금액이 커질수록 환경
보호 행동 실행을 위해 포기해야할 경제적 가치

가 개인에게 중요하게 지각되기 때문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

해야 하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개인에게 중
요하게 지각될수록 환경행동의 실천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김재휘와 박유진, 2002). 
셋째, 친환경 형용사 표기는 비교적 적은 가

격 인상률에서만 해당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이름 앞에 친환경 형용사를 표기한 경

우, 음식점 선호도는 10%, 20%만, 방문 의사는
10%만 친환경 형용사를 제시한 경우 긍정적 영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했
을 때보다 비유적인 형용사를 사용했을 때 감정

전이효과가 약해짐을 의미함을 나타내준다. 감
정 전이 이론(affect transfer)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태도는 메시지를 통한 감

정 전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즉, 긍정적(부정
적)감정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상표 태도에 긍정
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친환경 형용사는 긍
정적 태도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비용
부담이 점차 많아질수록 경제적 판단 가치를 상

쇄할 정도의 강력한 설득력은 지니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넷째,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에서 친환경 정보

제시와 친환경 형용사 표기는 선호도와 방문의

사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

3) 감정 전이 이론(The affect infusion model, AIM)은 개인의 감정이 구조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인

간의 사고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며(Forgas, 1994), 이러한 감정의 전이가 그 자체로 일상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판단 체계의 주요한 인지심리학적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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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태양광에너지 설치’라는 환경 관련 정보
를제시한경우, 가격인상시에도응답자의전반
적인 태도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을 연상시킬 수 있는 형용사를 표기

한 경우, 가격 인상 시 선호도와 방문 의사 모두
비교적 저조하였다. 이는 각각의 메시지 정보의
속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자는 가격 인상 상
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처방적(prescriptive) 
메시지라면, 친환경 형용사는 대상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술적(descriptive) 메시지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대상물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보다 대상물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 요인

에 대하여 구체적이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메시

지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태도 변화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합리적인 가치 판단과 바람

직한 태도 함양을 유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 디자인의 중요성을 시사한

다. 특히 환경 문제와 같이 복잡 다양한 이해관
계가 얽혀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각각의 주제적 특성에 대한
메시지 디자인을 균형 있게 설계, 활용해야 한
다. 이러한 균형 잡힌 메시지 디자인은 다양한
환경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 및 다

양한 발달 영역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음식점에 ‘태양광에너지 설치에 따른 가격 인상’
이라는 가상 상황에서 대학 음식점에 대한 태도

로서 선호도 및 방문 의사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이 지니는 교육적 활용 가

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발견과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시설에 대한 친환경 메시지 디

자인은 대학생들의 태도 즉, 선호도와 방문 의
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 메시지 정보 제시는 가격 인상
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선호도와방문의사에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셋째, 친환경 형용사 표기는 비교적 적은 가

격 인상률에서만 해당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사한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 내에서도

대상물의 가격 인상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이 대상물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적 및 감성적 태도와 행위적 태도
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 현장에서 교수
자가 친환경적 메시지를 사용할 때 학습자의 친

환경적 선호와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시

사한다. 더 나아가 교수자의 메시지 즉, 이를 전
달하는 말 한 마디가 학습자들의 태도에 큰 차

이를 유도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격 인상을 30%까지 적용하여, 그

이상의 가격 부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또, 서울의 한 대학교의 사례 연구로 다른
대학교 및 일반 중고등학교의 일반화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다만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메시
지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뿐만 아니라 일선 중등학
교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교육 현장에서 미시적

차원의 교수 학습 전략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음식 가격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서비스 등의 친절도, 청결도 및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본 연

구가 지니는 주요한 제한점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연구 주제에 대한 기존의 교육학적 논의가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사회
학, 경영학 등 유사 인문 분야의 연구를 포괄적
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시
적 차원의 교수 설계 방안으로써 교수적 메시지

의 효과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를 찾

고자 하며, 해당 주제 대한 교육학 분야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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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예시 1. 태양광에너지 제시, 친환경 형용사 제시 및 가격 10% 인상 경우

  손님 여러분! 
  우리 식당은 올해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시설 설치로 각 메뉴 당 10% 가격 인상-제1식당

▪ 메뉴판 ▪

 ◦ 반짝이는 고등어자반 ------------------------ 3000원 → 3300원

 ◦ 깨끗한 된장찌개 ----------------------------- 2000원 → 2200원

 ◦ 청정 돌솥비빔밥 ----------------------------- 3000원 → 3300원

 ◦ 환한 콩나물국밥 ----------------------------- 2000원 → 2200원 

 ◦ 햇살담은 닭볶음탕 --------------------------- 3000원 → 3300원

예시 2. 태양광에너지 미제시, 친환경 형용사 미제시 및 가격 10% 인상 경우

  손님 여러분! 
  우리 식당은 올해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공급 시설 교체로 각 메뉴 당 10% 가격 인상-제1식당

▪ 메뉴판 ▪

 ◦ 고등어자반 ----------------------------------- 3000원 → 3300원

 ◦ 된장찌개 ------------------------------------- 2000원 → 2200원

 ◦ 돌솥비빔밥 ---------------------------------- 3000원 → 3300원

 ◦ 콩나물국밥 ---------------------------------- 2000원 → 2200원 

 ◦ 닭볶음탕 ------------------------------------- 3000원 → 33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2년 04월 04일 접 수

2012년 06월 18일 심사완료
2012년 06월 20일 게재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