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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 심각해지고 있는 국 청소년 비만 방 메시지 개발을 해 본 연구는 비만 여도과 메시지 이

 유형 간의 상호작용, 비만 여도와 증거 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메시지 이  유형은 이익 이 과 손실 이 으로 구분하 고, 증거는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내러티 와 객  수치에 기반한 통계  형식으로 구분하 다. 

국 청소년 368명이 참여한 연구 분석 결과 수용자의 여도, 메시지 이 과 증거 유형이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보 다. 여도가 높은 집단은 손실 임과 통계  증거에 노출되었

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도가 낮은 집단은 이익 임

과 내러티 에 노출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

도가 높은 집단을 설득하기 해서는 통계에 바탕을 둔 손실 이 을, 여도가 낮은 집단을 설득하기 

해서는 내러티 에 바탕을 둔 이익 이 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 중심어 :∣비만예방∣메시지 프레이밍∣내러티브∣
Abstract

To develop prevention messages for increasingly severe adolescent obesity in China. this study 

teste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obesity involvement and message framing, and between 

obesity involvement and evidence types on obesity prevention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Message framing types are categorized with a gain frame and a loss frame. Evidence types are 

classified into narrative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and statistics based on objective 

numerical proofs. 

Three hundred sixty eight Chines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involvement, framing, and evidence typ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 obesity prevention. Adolescents highly involved in obesity were more likely to show 

positive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when exposed to loss framing and statistical evidence. 

Those with low involvement showed positive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after exposed 

to gain framing and narratives. Thus, we suggest that loss frames with numerical data should 

be developed to persuade adolescents with high involvement, and gain frames with narratives 

should be developed for those with low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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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세계 각국의 비만율을 비교 조사한 연구 결과, 

국이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비만율이 높은 국가로 나

타났다[1].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국 청소년 비만 

증가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데 2014년 3,500만명의 청소

년이 과체 으로 측정되었고 2016년 기  20세 이하 

국 남자 청소년 35.1％와 여자 청소년의 20.9％가 비만 

혹은 과체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비만은 과체 과 함께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

태를 지칭한다. 일반 으로 신체비만지수(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체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

 값)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비만은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는 증식형 비만이

므로, 청소년 비만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조 이 용

이하지 않으며 청소년기 비만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한다[3]. 국 청소년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아동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등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늘어나고 학교 혹은 학원에서의 

늦은 귀가로 인해 운동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4]. 청소년 비만은 고 압, 당뇨,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질병치

료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해서라도 국가  방  

리 책이 요구되는 이슈다[5][6]. 하지만 국내 학술

 심은 청소년에 한 의학  근에만 을 맞추

고 있고 비만 방을 한 운동  식습 리의 요성

을 다룬 보건교육자료와 캠페인의 요성에 한 커뮤

니 이션 연구는 여 히 부족한 편이다[4]. 

재까지 이루어진 비만 련 커뮤니 이션 연구를 

살펴보면 비만이슈, 특히 비만 발생 책임에 한 인식

을 살펴보는 주제에 을 맞추고 있다[7][8]. 선행연

구는 주로 언론보도 분석과 기사 실험을 통해 비만 발

생과 해결의 책임이 개개인, 련 산업, 정부  어디에 

을 두고 있는 지를 검하고 있고[7][8], 공익 메시

지 개발 차원에서 비만 방을 근한 연구는 여 히 

부족한 편이다. 비만 방 메시지 테스트를 한 국내 연

구를 보면 비만에 한 여도 혹은 개연성이 높은 경

우 비만으로 인한 부정  결과를 강조한 소구가 더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9][10]. 본 연구에서는 공익 메

시지 개발에서 요시되고 있는 메시지 임과 더불

어 설득 증거 유형을 활용하여 국 청소년들의 비만 

여도가 비만 방 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

년 비만 이슈에도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WHO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의 과체 비 이(남자 

32.8%, 여자 20.5%) 국 청소년의 과체 비 과(남자 

35.1%, 여자 20.9%)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서구화

된 식습 , 학업 부담, 운동 부족 등 청소년 비만의 원인

도 높은 유사성을 띄고 있다[2][1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비만 방 메시지의 임과 증거 유

형의 시는 국내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공익 메시지 

개발에 유효한 제안 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1. 관여도와 메시지 프레이밍 

메시지는 같은 상황과 상을 설명하더라도 선택에 

따른 이익과 손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개

인의 선택과 태도가 변한다[12]. 특히 건강행동에 한 

정보는 그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는 이익 이 이나 제안행동을 취하지 않음

으로 인한 부정  결과를 강조하는 손실 이 으로 

나 어진다. 　

이  연구는 이익/손실 이  효과가 어떻게 

다른 지를 검증해왔다. 어느 이 이 으로 더 

효과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연구 주제나 수용자

의 개인  특성에 따라 효과 인 이 이 다르게 나

타났다[13]. 그 에서 성별, 교육수 과 같은 인구통계

 변수와 여도와 같은 심리  특성은 메시지 이

효과의 조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Krugman은 ‘ 여도’의 개념을 최 로 소비자 행동 

이론에 도입해서 사람들이 고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

과 고 메시지를 연결하는 회수 는 개인  련 정

도를 여도로 정의하 다[14]．Petty와 Cacioppo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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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메시지가 수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개인 인 련성

을 갖고 인식되고 처리되는가를 결정하는 기 으로 

여도를 정의하 다. 여도에 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여는 ‘특정 상에 한 요성을 지각하는 정

도나 심도’ 혹은 ‘특정 상에 한 련성 지각 정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15]. 

여도의 다양한 정의에 따라 여도를 측정하는 방

법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Zaichkowsky는 여를 

개인 , 상 , 상황 인 측면으로 나 었다[16]. 개인

 측면은 상에 한 개인의 가치, 흥미, 욕구, 자아이

미지에 련된 측면을 측정한다. 상  측면의 경우 

상 자체가 여를 높이거나 흥미를 증가시키는 정도

를 측정하고, 상황  측면은 상황에 따라 일시 으로  

련성 혹은 흥미가 유발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메시지 이 에 한 선행연구는 수용자 여도

에 따른 효율  이  악에 을 맞추고 있는

데, 일반 으로 고 여 집단에서는 손실 이 이 

여 집단에서는 이익 이 이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17]. 메시지 이 의 상  효과가 여

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설명하는 것이 부정편향성 

이론(Negativity bias theory)이다. 부정편향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거나 기 하지 않은 부정

 정보를 정 인 정보보다 더 요하게 고려하는데, 

여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부정편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9]. 다수의 연구에서 여도가 높아질

수록 손실 이 과 같은 부정  단서가 태도에 미치

는 향이 증가하는 반면, 메시지 여도가 낮을 때는 

메시지 주장 내용 이외의 주변  단서가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즉 여도가 높은 사람들

은 부정편향성을 높이 느껴 손실 이  메시지의 설

득력이 작용하는 반면 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  

감정을 유발시키는 이익 이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다[9]．

국내에서 비만 방 이 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9][10]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이 이 더 효율 이었음이 나타난다. 조형오, 

김병희는 비만개연성 지각이 높을수록 부정  이

이 고 태도에 미치는 향이 더 높아지고 비만개연

성 지각이 낮을수록 정  이 의 효과가 더 높아

진다고 보고했다[9]. 유강훈의 연구에서도 주  비만

도와 비만 여도가 높을수록 부정  이 이 고

태도에 미치는 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부정  이 은 비만으로 인

한 손실에 을 맞춘 손실 이 이었기에 비만에 

한 련성, 여도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손실 이

이 더 효율 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도와 메시지 

이  간의 상호작용을 가설 1로 제안한다. 구체 으

로 비만 여도가 높은 수용자들에게는 손실 이

이 더 효과 이고 비만 여도가 낮은 수용자들에게는 

이익 이 이 더 효과 이라고 설정한다．

가설1: 비만 여도에 따른 메시지 이  효과가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1-1: 여도가 높은 집단은 손실 이 에 노

출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

일 것이다.

가설1-2: 여도가 낮은 집단은 이익 이 에 노

출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

일 것이다.

2. 관여도와 증거유형

설득메시지 연구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사용

하는 부가  정보를 증거라고 한다. 구체 으로 증거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 통계와 같은 양  정보, 목격자 진

술, 이야기, 그리고 증거 등을 포함한다[18]． 

Cathcart는 토론자가 증거를 아  제시하지 않은 경

우보다 정보원의 이름을 제시하거나, 정보원의 이름과 

자격을 모두 제시할 경우 설득효과가 더욱 큰 것을 확

인하 다[19]. 이후 증거에 한 연구는 증거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효과 연구로 확장되었고 주로 통계와 내

러티 , 질  증거와 양  증거 등의 유형에 따른 효과 

비교에 집 되었다[20]. 

설득메시지에서 자주 이용되는 내러티  증거는 주

로 개인  경험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통계  

증거는 수치 혹은 객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

는 형태다[21]. Kopfman과 동료들은 내러티 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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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고 통계  증거는 인지

 반응을 더 잘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 다[22]. 즉, 

내러티 와 통계  증거는 감정, 인지, 그리고 태도 변

화 등에 다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러티

와 통계  증거를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 어떤 

형식이 더 효과 인지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20]. 를 

들어 Good가 33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15개의 

연구에서 내러티  증거가 더 설득 이고 13개에서 통

계  증거가 더 설득 이라는 것을 발견하 다[23]. 이

게 결과가 일 이지 않은 것은 메시지 형식에 따른 

증거에 한 정의와 조작화에 한 기 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18].　

증거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가 일 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해 조 변인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

루어져 왔다. 우선 Slater와 Rouner는 주 교육 메시지 

연구에서 주 메시지가 개인  가치와 부합할 경우 통

계  증거가 더 강한 설득력을 갖고 그 지 않은 경우

에는 내러티 가 더 강한 설득  효과를 갖는 것을 확

인했다[24]. Bakker는 에이즈 방 이슈에 하여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은 객 이고 논리  증거를 이용한 

통계  증거를 선호하는 반면, 낮은 인지욕구를 가진 

사람은 내러티 에 더 정 으로 반응하는 것을 발견

하 다[25]. 음주에 한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인지욕구

는 여도의 심, 개인  요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욕구와 특정 이슈에 한 심이 

높은 고 여 수용자들에게 통계  증거가 더 효과 이

며 여도가 낮은 수용자들에게는 내러티 가 더 효과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여도와 증거 유형 간의 상

호작용을 가설２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가설2: 비만 여도에 따라 증거 유형의 설득 효과가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1: 여도가 높은 집단은 통계  증거에 노출

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2-2: 여도가 낮은 집단은 내러티 에 노출되었

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일 것

이다.

III.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및 실험물 조작

본 연구는 ２(메시지 이 : 이익／손실)×２(증거  

유형: 내러티 ／통계)×２( 여도: 고／ ) 실험으로 

설계되었다. 피험자들은 실험물 노출 에 비만에 한 

여도에 응답하고 실험물(이익·내러티  메시지／이

익·통계 메시지／손실·내러티  메시지／손실·통계 메

시지)의 4조건  한 가지에 노출된 후 메시지 조작 

검과 비만 방에 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응답하 다. 

이익 이 은 체  감으로 인한 신체 ·사회 ·학

업 이익을, 손실 이 은 부정  결과를 묘사했다. 내

러티 는 장닝이라는 학생의 체험을 공유하는 형식

으로 서술되었고 통계  증거는 의료기 의 수치 보고

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4가지 실험물은 메시지 길이

에서 유사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물은 국 

안휘성(安徽省) 합비시(合肥 ) 소재 청소년 문화센터

에서 32명의 학생을 상으로 임과 증거 유형에 

한 의견을 수집하는 사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 다. 

본 조사의 실험 참가자들은 국 안휘성 통링시(銅陵

)의 제2 학교에 재학 인 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를 해 총 400부의 설문지를 무작

로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에서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하고 총368부가 최종 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실험 참가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69명(45.8%), 

여학생은 199명(54.1%)이었다. 

2. 변수 측정

여도와 비만 방 태도는 조형오, 김병희의 연구와 

유강훈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과 척도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해 사용하 다[9][10]. 여도는 “ 심이 있다/

없다,” “ 요하다/ 요하지 않다,”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 등(α=.86) 4개 항목을 6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비만 방 태도는 메시지에서 제안된 비만 방

을 “ 정 으로 평가한다,” “바람직하게 평가한다,” “호

의 으로 평가한다,” “비만 방을 하면 학습능력이 향

상될 것이다,” “비만 방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것이

다,” “비만은 나에게 신체 으로 해롭다,” “비만 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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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신체 으로 유익하다,” “비만 방을 실천하는 

것에 우호 이다”의 8개 항목 6  척도로 측정하 다(α

=.89). 

비만 방 행동의도는 조성은, 유선욱의 연구에서 사

용된 항목과 척도를 수정하여 “나는 앞으로 비만 방에 

노력할 것이다,” “비만 방에 한 정보에 지속 으로 

심을 가질 것이다,” “메시지에서 제시된 방 행동을 

가까운 사람(가족, 친지, 친구)에게 권유할 생각이다,” 

“비만 방을 스스로 결심하여 실천할 것이다,” “비만

방을 다른 도움을 받아 실천할 것이다,” “비만 방을 １

개월 동안 실천할 의도가 있다,” “비만 방을 6개월 동

안 실천할 의도가 있다” 의 7개 항목을 6  척도로 측정

하 다(α=.88)[26].

IV. 연구결과 

1. 실험물 조작 점검

가설 검증에 앞서 이 이 제 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 다. 실험 본 

조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상으로 “메시지에서는 비

만 방을 하면 상되는 이익에 해 설명하고 있다,” 

“메시지에서는 비만 방을 하지 않으면 상되는 손실

에 해 설명하고 있다”의 2개 항목을 6  척도로 측정

하 다. 조작검증 결과 이익 이 (M=4.56, 

S.E.=.06)이 손실 이 (M=.78, S.E.=.08)보다 메시

지에서 권유하는 행동으로 인한 혜택을 더 강조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 다(t=37.40, p<.001). 손실 이

(M=4.75, S.E.=.04)은 이익 이 (M=1.79, S.E.=.01)

보다 권유 행동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t=-27.69, p<.001). 

증거 유형 조작 검을 해 “메시지가 한 개인의 경

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메시지가 

연구결과에 따른 통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다”의 2개 항목을 이용하 다. 내러티 (M=4.40, 

S.E.=.08)는 통계 메시지(M=.12, S.E.=.06)보다 더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로 평가 고(t=47.78, 

p<.001), 통계 메시지(M=4.55, S.E.=.06)는 내러티  

(M=.58, S.E.=.07)보다 더 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평가 다(t=-43.51, p<.001). 조작 검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메시지 유형(이익·내러티  메시지

/손실·내러티  메시지/이익·통계 메시지/손실·통계 메

시지)은 연구 목 에 맞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분석을 해서는 SPSS 21이 사용되

었고, 유의도 수 은 .05로 설정하 다. 실험 참가자들

의 여도 간값인 3.67을 기 으로 고 여 집단과 

여 집단을 나  결과 고 여 집단의 학생 수는 187명

이었으며 여 집단의 학생 수는 181명이었다. 

모든 가설 검증을 해 여도, 이  유형, 증거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성별,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를 이

용했다. 가설 1은 비만 여도와 이  유형간의 상

호작용이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측했다. 구체 으로 여도가 높은 집단은 손실 

이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여도가 낮은 집단은 

이익 이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더 정 인 비

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일 것으로 상했다. 

ANCOVA 분석 결과,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여도와 

이 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비만 방 태도(F(1, 

366)=102.57, p<.001)와 비만 방 행동의도(F(1, 366)=106.08, 

p<.001)에 나타났다. 

표 1. 관여도, 프레이밍 유형, 증거 유형이 비만예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평균제곱 자유도 F

성별 .072 1 .083

학년 5.620 1 6.493*

관여도 1.539 1 1.779

프레이밍 유형 8.761 1 10.121**

증거 유형 .124 1 .143

관여도X프레이밍 88.779 1 102.567***

관여도X증거 96.693 1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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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비만 고 여 그룹이 손실 

이 에 노출되었을 때(M=4.03, S.E.=.11)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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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노출되었을 때보다(M=2.63, S.E.=.11) 더 

정  비만 방태도를 보 다. 비만 여 그룹의 경

우 이익 이 에 노출되었을 때(M=3.49, S.E.=.10)가 

손실 이 에 노출되었을 때보다(M=2.91, S.E.=.11) 

더 정 인 비만 방 태도를 보 다. 

그림 1. 관여도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비만예방 태도

메시지 이 과 비만 여도가 비만 방 행동의

도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2]

에 나타난 것처럼 고 여 그룹이 손실 이 에 노출

되었을 때(M=3.91, S.E.=.12)가 이익 이 에 노출

되었을 때보다(M=2.49, S.E.=.12) 더 높은 비만 방 행

동의도를 보 다. 여 그룹의 경우 이익 이 에 

노출되었을 때(M=3.05, S.E.=.11)가 손실 이 에 

노출되었을 때보다(M=2.3, S.E.=.12) 더 높은 방행도 

의도를 보 다. 따라서 가설1-1과 1-2는 모두 지지되었다. 

그림 2. 관여도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비만예방 행동의도

가설 2는 비만 여도와 증거 유형의 상호작용이 비

만 방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측했다. 구

체 으로 여도가 높은 집단은 통계  증거에 노출되

었을 때, 여도가 낮은 집단은 내러티 에 노출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일 것으로 

상했다. ANCOVA 분석 결과, [표 2]에 나타난 것처

럼 여도와 증거 유형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비만 방 

태도(F(1, 366)=96.69, p<.001)와 비만 방 행동의도

(F(1, 366)=81.85, p<.001)에 나타났다. 

표 2. 관여도, 프레이밍 유형, 증거 유형이 비만예방 행동의

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평균제곱 자유도 F

성별 1.349 1 1.302

학년 2.775 1 2.678

관여도 24.917 1 24.046***

프레이밍 유형 5.899 1 5.693*

증거 유형 1.297 1 1.252

관여도X프레이밍 106.079 1 102.370***

관여도X증거 81.851 1 7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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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고 여 그룹은 통계  증거에 노출되었을 때(M=3.83, 

S.E.=.10)가 내러티 에 노출되었을 때(M=2.83, S.E.=.10)

보다 더 정  비만 방 태도를 보 다. 여 그룹

의 경우 내러티 에 노출되었을 때(M=3.74, S.E.=.10)

가 통계  증거에 노출되었을 때(M=2.66, S.E.=.10)보

다 더 정  비만 방 태도를 보 다. 

증거 유형과 여도가 비만 방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보면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고 여 그룹이 

통계  증거에 노출되었을 때(M=3.61, S.E.=.12)가 내

러티 에 노출되었을 때(M=2.79, S.E.=.12)보다 더 높

은 비만 방 행동의도를 보 다. 여 그룹의 경우 

내러티 에 노출되었을 때(M=3.21, S.E.=.11)가 통계  

증거에 노출되었을 때(M=2.14, S.E.=.11)보다 더 높은 

비만 방행도의도를 보 다. 따라서 가설2-1과 2-2는 

모두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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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관여도와 증거 유형에 따른 비만예방 태도

그림 4. 관여도와 증거 유형에 따른 비만예방 행동의도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비만 방 주제에 있어 비만 여도

과 메시지 이  유형 간의 상호작용, 비만 여도

와 증거 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

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메시지 이  

유형은 비만 방의 혜택을 강조하는 이익 이 과 

비만 방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결과를 

강조하는 손실 이 으로 구분하 다. 한 증거 유

형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내러티 와 객

 사실에 기반한 자료로 구성되는 통계  형식으로 

구분하 다. 

비만 여도가 높은 집단은 손실 이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 고, 비만 여도가 낮은 집단은 이익 이  메

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

의도를 보 다. 비만 여도와 증거 유형에 따른 비만

방 효과의 경우 여도가 높은 집단은 통계  증거에 

노출되었을 때, 여도가 낮은 집단은 내러티 에 노출

되었을 때 더 정  비만 방 태도와 행동의도를 보

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 과 증거 유형의 상호작

용이 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F(2, 365)=7.3, p<.001). 여도가 높은 집

단은 손실·통계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높은 비

만 방행동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M=4.30, 

S.D.=.73), 여도가 낮은 집단은 이익·내러티  메시지

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높은 비만 방행동의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M=4.04, S.D.=1.21). 즉 여도가 

높은 집단을 설득하기 해서는 통계에 바탕을 둔 손실 

이 이 효과 이고, 여도가 낮은 집단을 설득하

기 해서는 내러티 에 바탕을 둔 이익 이 이 효

과 이라고 볼 수 있다. 

국 청소년 비만 방 메시지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

에서 본 연구는 수용자 련 변인과 메시지 변인을 모

두 포함한 실험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비만

방 설득메시지에서 여도에 따라 이  유형과 증

거 유형이 갖는 설득효과를 확인했다는 에서 실증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행동 선택에 따른 결과에 을 

맞춰 이  효과를 연구했지만 이번 연구처럼 메시

지 이 과 증거가 복합 으로 수용자들의 태도와 

행도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는 드물

다. 본 연구는 단순히 이익 이 이나 손실 이

이 더 설득 인지, 그리고 내러티  증거나 통계  

증거가 더 설득 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들을 고 여도와 여도 집단으로 나 어서 각각 집

단에게 어떤 메시지가 더 설득 인지를 살펴보았다. 결

국 각 집단에 더 높은 설득력을 갖는 이  유형과 

증거 유형이 다르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비만 

결과만을 묘사하여 설득하기보다는 상에 합한 증

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여도가 높거나 비만증세가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회  손실을 구체  수치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곳에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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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효과 일 이다. 여도가 낮거나 비만증세가 안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는 비만 방을 하거나 비만을 극

복한 후 얻을 수 있는 신체 , 학습 , 그리고 사회  이

익을 래의 경험을 통해 달하는 것이 기 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더 효과 일 것이다. 

한국 역시 국과 마찬가지로 속한 청소년 비만율 

상승세가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신체 , 정신  질

병과 사회경제  비용 부담은 조기 방되어야 할 이슈

로 주목받고 있다[6]. 두 국가의 청소년들은 서구화된 

식습 , 학업 스트 스와 운동 부족 등 공통된 비만 요

인을 가지고 있기에[11]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비만

방 캠페인에도 시사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의 실

험물에서 활용된 비만 련 질병, 자존심, 교우 계, 학

습 능력은 국내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비만 연구에

서도 주요한 이슈로 확인된 바 있다[27]. 따라서 향후 

국내 청소년 비만 방 메시지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결

과를 이익 혹은 손실의 에서 극 으로 활용되어

야 할 것이다. 한 국내 비만 련 질병 수치에 한 

객  자료와 청소년이 동일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을 

통한 개인 스토리 발굴에 힘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 은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실험물은 국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매체가 아닌 수동  텍스트 형식

의 인쇄 메시지로 제작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들이 주로 사용하는 TV 로그램이나 인터넷 매체를 

고려한 상물을 이용한 설득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제한된 메시지 노출 횟수를 한계로 들 수 있다. 실

험상황에서 단 한 번의 메시지 노출로 그 효과를 측정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일시  효과는 비

만 방이라는 장기간 행동변화를 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메시지에 한 번 노출되고 나타난 효과는 그 

지속성에 의심을 가질만한다. 특히 내러티 의 경우, 연

구 참가자들이 이야기 속 캐릭터의 입장에 몰입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  실

험설계를 통해 반복 메시지 노출로 인한 효과를 측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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