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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자살 방 공익 고 메시지가 이  유형 ( 정/부정)과 소구유형 (개인/사회)에 따라 수용

자의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향을 검증했다. 고 메시지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는 인지  정서조 , 자존감과 자기검색도를 설정했다. 메시지 이  유형에서는 부정 인 메시지보다 

정 인 메시지가 사람들의 생명존  태도와 자살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구유형 (개인/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소구가 개인  소구보다 생명존 에 태도에 미치는 향이 더 높

았다. 개인의 특성 변인  인지  정서조  수 은 생명존  태도와 자살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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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public advertising about suicide prevention and 

to investigate how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message recipients differ according to the 

message framing type (positive vs. negative) and the appeal type (self-oriented/other-oriented). 

Positive messages, rather than negative messages, have a greater impact on people's respect for 

life and on attitudes to suicide. Respect for life attitudes were more positive among subjects who 

received an other-oriented message than among those who received a self-oriented message. 

Amo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 level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attitudes to respect for life and on attitudes to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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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경제 력

개발기구(OECD) 국가와 자살률(OECD 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수)을 비교했을 때, 2016년 기  OECD 평균

이 1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6명으로 체 1 를 

기록했다. 자살은 10 부터 30 까지의 연령층에서 사

망원인 1 로 10 와 20 를 제외한  연령 에서 자

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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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양조사’와 보

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정신건강실태역학조사’의 

결과는 청년들의 우울 증상 경험  우울장애 유병률의 

증가세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 에 이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다. 이들 조사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한 

19∼29세 청년들의 비율은 2007년 9.7%에서 2015년 

14.9%로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장애 

1년 유병률의 경우도 18∼29세의 청년들이 70  이상

의 연령층보다 2배나 높은 3%를 차지하며 연령층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2].

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 기의 발달주기에 속

하며, 이 시기는 심리 , 신체 , 사회 으로 격한 변

화를 래하여 다른 인생 주기와 비교하여 내외부  혼

란을 경험하게 된다.”[3]

학생들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에 한 고민 등

으로 불안감과 스트 스, 혼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 

이 은 동일한 메시지가 다른 방식으로 표 될 

때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는 을 의미하는 포  개념

[4]으로, 커뮤니 이션과 련한 태도, 행동의도를 악

하는 패러다임으로 사용되어 왔고 특히 헬스 커뮤니

이션 분야의 연구에서 비 있게 다루어져왔다. 여러 연

구들을 통해 메시지의 구성, 배열  묘사와 같은 메시

지가 임되는 방식은 메시지가 이끌어내는 설득 수

을 결정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간단히 말해 메시지 

이 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달하기 한 정보의 

언어  표 으로 정의될 수 있다. 메시지 이 은 

이슈가 설명되거나 임되는 방식이 공  지지의 형

성과 수 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공 보건 분야에 

요한 역할을 한다[5].

메시지는 조직이 공 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  행

동에 옮기도록 하는데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한다. 같

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구성방식으로 달할 것인가와 

련한 메시지 이 은 캠페인의 설득효과를 높이

는 주요 요인  하나다. 공익 캠페인은 사회  이슈나 

문제에 한 공 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공 들의 태

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행해지는 커뮤

니 이션 형태를 말한다[6]. 이 연구는 같은 메시지라도 

표  방식에 따라 효과에 차이를 나타내는 메시지 

이 을 통해 자살 방 캠페인 수행시 효율 인 메시지

의 공익 고 메시지의 효과 인 표 방식을 알아보고

자 한다.

이 연구는 메시지 이 과 련한 선행연구들에

서 다루어진 이 없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효과를 분석

한다는 에서 차별 이다. 캠페인 메시지 련 분야에

서 다루어진 이 없고 개인의 정신건강과 스트 스 

리와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지  정서

조  수 을 새로운 변인으로 도입하여 효과 검증을 시

도했다. 한 종속변인으로 자살에 한 태도와 더불어 

생명존  태도를 설정했다.  

자살 방 캠페인을 보다 효율 으로 실행해나가기 

해서는 “ 상을 표 화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설정

함으로써 캠페인 상에게 구체 인 자살 방 행동지

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기존에 제작된 자살 방 캠페인 메시지는 소구방식

에 있어 주로 개인 인 차원에서 자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 을 갖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효

과 인 자살 방 공공커뮤니 이션 캠페인을 해 어

떻게 메시지를 차별화하여 근할 것인가에 한 실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자살 방에 한 공

익 고 메시지 효과를 검증하며, 메시지 이  유형

( 정 vs. 부정)과 소구유형(개인 /사회 )에 따라 수

용자의 태도와 인식이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메시지 설득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용자의 개인

 특성 변수인 인지  정서조 과 자존감, 그리고 자

기검색도를 설정하여 보다 효과 으로 자살 방 캠페

인을 집행하기 한 략  차원에서의 메시지 내용 구

성에 시사 을 제공하려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자존감

Mcelroy, Seta, & Waring(2006)의 연구에서는 자존

감이 낮은 사람들이 부정 인 임에 특히 민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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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비교해 부정  역에서 험

한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부정 인 임을 더 인식하고 결과

으로, 험추구(risk-seeking) 옵션을 더 추구하는 경향

이 있음을 시사한다[8]. 

이승조(2013)는 국제기아 캠페인을 했을 때 개인성

향으로서의 자존감과 정, 부정 이 의 상호작용

이 캠페인 태도와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 연구결과, 캠페인 태도의 경우, 부정  이 에

서만 자존감이 낮은 개인들이 높은 개인들에 비해 더 

우호 인 태도를 보 다. 그리고, 정  이 에서

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 의도가 더 높게 나타

난 반면, 부정  이 의 경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

들의 행동 의도가 더 높았다[9].

이 연구들은 자존감 수 (고 vs )에 따라 ‧부정 

메시지에 한 반응, 민감도가 다르다는 것을 공통 으

로 보여주고 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  

메시지에 해 보다 호의 으로 반응하는데 비해 자존

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 으로 구성된 메시지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메시지 소구방식 (자기지향적 vs. 타인지향적) 

공 보건 캠페인의 메시지는 공 의 개인  이익이

나 손실에 하여 소구(appeal)할 수도 있고, 사회 체

의 이익이나 손실에 해 소구할 수도 있다. Tversky 

& Kahnemann(1981)은 이 에 해 개념 으로 명확

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개인 vs. 사

회의 이익이나 손실에 한 소구를 모두 취 하고 있

다. 즉 이들이 제시한 가상  사례 10개  2개는 사회

 이익이나 손실에 한 소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는 개인  이익(혹은 손실)에 한 소구를 하고 있다

[10].

선행연구들은 신장기증, AIDS와 같은 공 보건 캠페

인과 자선, 환경보 , 안 운 , 음주운  등을 주제로 

자기지향  소구와 타인지향  소구의 설득  효과를 

다루었다[11-16].

학생들을 상으로 자기지향  메시지와 타인지향

 메시지가 신장기증 태도와 사망시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신장을 기증할 의향에 미치는 차별  향을 살펴

본 Barnett et al(1987)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메시

지가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11]. 한, 환경보

과 안 운 을 주제로 자기지향  메시지와 타인지향

 메시지의 차별  효과를 고찰한 연구들[13][16]에서

도 자기지향  메시지에 한 수용자의 고태도와 행

동의도가 타인지향  메시지에 한 수용자보다 보다 

호의 이고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자선 고 메시지의 효과를 다룬 Brunel 

& Nelson(2000)의 연구[12]에서는 남자는 자기지향  

메시지, 여자는 타인지향  메시지에서 고태도와 

고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AIDS의 질병 역에서 개인지향  소구와 사회

지향 소구의 상  우 를 검증한 김 홍과 윤 민

(2010)의 연구[15]는 사회지향 소구가 개인지향 소구에 

비해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설득  효과가 더 높았다.  

  

3.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조 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통제

하고 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은 지속 으로 

정서를 조 해가는 과정이라는 에서 정서조  능력

은 원만한 삶을 살아가기 해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삶은 “기쁨, 행복, 희망 등의 정 인 정서

뿐만 아니라 슬픔, 분노, 망 등의 부정 인 정서로 

철”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 , 신체  건강을 해서

는 부정  정서에 한 조 이 필요하다[17].

인지  정서조 의 기능이 보편 이라 하더라도 인

생 경험에 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조 하는 방

식의 차이는 특정 사고나 인지 안에 존재한다[18]. 따라

서 인지  정서조 은 스트 스, 자살생각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과 련성이 깊다. 

인지를 통한 정서의 조 은 인간의 삶과 하게 연

되어 있다. 인지나 인지  과정은 정서나 감정을 

리하거나 조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서를 통제하게 하

고, 를 들어, 이거나 스트 스가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이나 이후에 그것들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 인 재검토(reappraisal)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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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지  처 략들이 스트 스, 우울, 자살생각과 부

정 으로 련이 있는 반면, 자기비난, 국화

(catastrophizing), 반추(rumination)와 같은 략들은 

정 으로 련이 있음을 입증했다[19][20]. 정서조

과 자살생각간의 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인지  

정서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 스, 우울, 자살생

각을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 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 인 기능을 결정

하는데 요한 요인일뿐 아니라, 부정  정서의 스트

스 수 과 부 응  행동을 막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21].

4. 전망이론

정 , 부정  이  메시지의 설득효과는 다양

한 이론과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왔는데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효과측면에서 정  메시지 이

에 한 부정  메시지 이 의 상  우 를 제시

한 연구들은 일반 으로 망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2-25].

Kahneman & Tversky(1979)은 메시지가 제시되는 

표 방식에 따라 주 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익과 손

실의 거 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안을 채택

하지 않아 입게 될 손실을 강조하면 즉, 부정 인 구조

로 메시지를 이 하면 사람들은 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안을 

채택할 경우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할 경우 즉, 정 인 

구조로 메시지를 이 할 경우, 험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26]. 이득 임과 손

실 임의 설득 효과를 비교했던 94개의 기존 연구들

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Gallagher & 

Updegraff(2012)의 연구[27]에 의하면, 방행동을 

진하는데 있어 이득 임된 메시지가 손실 임된 

메시지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득 

임된 메시지는 특히 피부암 방, 연과 신체활동에 

있어 손실 임된 메시지보다 방 행동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 의도로 설득효과를 평가하거

나 조기발견을 권장하는 연구들에서는 이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 까지 이  효과를 조  는 매개할 수 변인

으로 양가성, 이슈 여도, 인지욕구, 자기검색도, 자기

효능감, 지각된 험 등 다양한 수용자 특성  여러 변

인들이 다루어져 왔다[28-32].

Covey(2014)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23개의 다른 

조 변인들을 가지고 이 과 사람들의 개인  차

이를 나타내는 조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했다

[33]. 연구결과, 이득 는 손실 임된 메시지의 상

 효과가 메시지 수용자의 성향에 의존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가성, 근-회피 동기, 조 , 인지  

욕구와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들에서 일 된 상호작

용이 발견되었다.                             

5. 자기검색도   

자기검색도는 메시지 개발에 함의를 주는 개인성향 

변인으로 고  사회심리학, 마  분야에서 연구되

어왔다. Snyder (1974)는 자기검색도를 “자신의 행동이 

사회 으로 하게끔 사회  혹은 상황  단서에 맞

추어 자신의 행동을 찰, 통제, 리하는 성향”으로 정

의내린다. 자기검색도가 높은 사람은 상황  정보에 기

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 통제  조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자신의 행동이 사회 으로 한지를 단하

기 해 인 계  상황정보를 요시한다. 다시말해, 

자기의 표 행동과 자기표 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질 것인가에 민감하다. 이에 비해 자기검색도가 낮

은 사람은 자기표 이 사회 으로 한가에 한 사

회  정보에 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

의 내 상태와 태도 등에 근거해 자신의 행동선택을 조

하고 응시킨다[34].

어떤 연구들에서는 자기검색도와 고 유형별 선호

도간에는 유의한 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는 

공통 으로 자기검색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미지 지향

 고를 선호하고 자기검색도가 낮은 사람들은 제품

지향  고를 선호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35-37]. 

이 연구들의 결과는 자기검색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내  단서에 향을 받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과 편익에 

근거하여 제품의 질을 단하는 반면, 자기검색도가 높

은 사람은 외 인 상황 단서에 보다 더 의존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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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 다.   

이와는 조 으로, 자기검색도와 고소구 유형별 

선호도간에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도 있다[38][39]. 

한편, 헬스 캠페인의 설득 효과와 련해 자기검색도 

변인의 향력을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자기검색 성향

이 자선 캠페인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Paek(2010)의 연구[40]에서는 자기검색 성향이 높은 사

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선 캠페인 메시지를 더욱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자로 등

록할 의향을 측하는데 있어 자기검색도의 역할을 규

명한 Wang(2012)의 연구[41]에서 자기검색도는 가족과 

장기기증을 의논할 의향에서 유의한 조 변인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1] 메시지 이  유형 ( 정 /부정 )에 

따라 수용자의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

이다.

[가설 1-2] 메시지 이  유형 ( 정 /부정 )에 

따라 수용자의 자살에 한 태도는 다를 

것이다.

[가설 2-1] 소구유형 (개인 /사회 )에 따라 수용자

의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이다. 

[가설 2-2] 소구유형 (개인 /사회 )에 따라 수용자

의 자살에 한 태도는 다를 것이다.

[가설 3-1] 인지  정서조  수  (고/ )은 생명존  

태도에 차별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인지  정서조  수  (고/ )은 자살에 

한 태도에 차별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자존감 수  (고/ )은 생명존  태도에 

차별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자존감 수  (고/ )은 자살에 한 태도

에 차별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자기검색도가 낮은(높은) 수용자 집단은 

사회(개인)소구 고보다 개인(사회)소구

에서 생명 존  태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5-2] 자기검색도가 낮은(높은) 수용자 집단은 

사회(개인)소구 고보다 개인(사회)소구

에서 자살에 한 태도가 더 부정 일 것

이다.   

Ⅲ.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조작 점검   

실험은 2X2 요인 설계 ( 정 /부정  이  vs. 

개인 /사회  소구)의 형식으로 피험자간 설계를 이용

했으며, 4개 유형 ( 정 /개인 , 정 /사회 , 부정

/개인 , 부정 /사회 )의 고를 실험 자극물로 사

용했다. 

4개 유형의 실험처치물이 메시지 이 과 소구 측

면에서 연구목 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

기 해 40명의 피험자들(각각 10명)에게 다음의 문항

들로 질문했다. (1) 이 고에서는 메시지에서 제시한 

바 로 수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  측면이 강조

되고 있다. (2) 이 고에서는 메시지에서 제시한 바

로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결과가 

강조되고 있다. (3) 이 고에서는 자살 방 이슈가 개

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4) 이 고에서는 자

살 방 이슈가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

조사를 통한 조작 검 결과 정 /부정  이 에 

노출된 집단간(M=2.81, SD=.98/M=5.58, SD=1.13)에, 

개인 /사회  소구에 노출된 집단간(M=3.78, 

SD=1.23/M=3.63, SD=1.37)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총 185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

으며 불완 한 응답을 제외하고 180명의 응답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90명, 여자는 95명으로 참여자 평균 연령은 21.4세 다.  

2. 변인의 측정과 자료분석

2.1 변인의 측정

인지  정서조  략은 부정 인 일이나 불쾌한 일

을 경험할 때 일반 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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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   변경, 정  재평가, 조망확 ,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등 보다 응 인 5가지 략과 반

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국화 등 보다 부 응 인 4

가지 략으로 구분된다. 인지  정서조 의 측정은 

Garnefski(2001)가 개발한 인지  정서조  략 척도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를 사용하 다[42]. ( ; ‘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부

정 인(안좋은) 일 신 즐거운 일을 생각해본다.’ ‘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생긴 것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

고 생각한다.’ 등)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사

용하여 측정하 다[43]. ( ; ‘나는 좋은 이 많다고 생

각한다.’ ‘나는 자랑할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역

코딩) ‘나는 내 자신에 해 체로 만족한다.’ 등)

자기검색도는 개인의 행동이 상황의 향을 받는 정

도를 의미한다. 자기검색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태도보

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  상황에 더 많은 향을 받

는다. 자기검색도는 Snyder(1974)가 제시한 자기검색

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34]. 설문 응답자들로 

하여  개별 문항들을 ‘T' 는 ’F'로 표기하도록 하여 

자기검색도가 높은 방향으로 응답한 문항들의 합계를 

내었다. ( ;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단서

로 이용한다.’ ‘나의 본 모습은 외면상의 나와 항상 같지

는 않다.’ ‘다른 사람과 화할 때, 내가 그 다고 믿는 

생각만을 주장한다.’ 등)  

생명존 의식은 이시형 등(2004)이 청소년들의 생명

존 의식 수 을 조사하기 해 개발한 문항들을 이용

하여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44]. 이 문항들은 

연령, 성별, 국 , 빈부, 지식, 장애 등 6개 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 ; ‘엄마 뱃속에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

지 않은 아기는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 ‘흉악한 범죄를 

지른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나와 친한 친구를 

해 다른 사람이 조  희생해도 괜찮다.’ 등)

자살태도는 Domino, Moore, Westlake & 

Gibson(1982)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3  리커트 척

도(1.찬성, 0.결정못함, -1.반 )로 측정하 다[45]. 수

가 높을수록 자살에 한 태도는 부정 임을 나타낸다. 

(‘자살이 항상 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자살은 아무 경고없이 일어

난다.’ 등)      

   

2.2 분석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각 문항에 한 신뢰도 검사

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반 인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 다. 셋

재, 련 변수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 다. 넷째, 상 계분

석에서 나온 결과를 좀 더 세 하게 살펴보기 해 회

귀분석(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측정척도의 신뢰도 분석

각 항목에 한 일 성  측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크론바흐 알 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내

일 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인지

 정서조 , 자존감, 생명존  태도가 0.6이상으로 신

뢰수 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신뢰도 분석결과 

평균 표 편차 Cronbach's α

자기검색도 8.28 1.940 -

자살태도 29.71 3.526 -

인지적 정서조절 2.65 .441 .715

자존감 2.24 .703 .844

생명존중태도 3.70 .442 .680

2.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자살예방 메시지 

효과 

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와 부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의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인지를 살펴보면, 

정의 경우에 평균 3.83 , 부정 3.57 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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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1). 즉, 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가 부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보다 생명존  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 ‘ 정  메시지에 한 수용

자와 부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의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와 부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의 자살에 한 태도는 다를 것인지를 살펴보

면, 정의 경우에 평균 32.8 , 부정 27.5 으로 나타나, 

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즉, 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가 부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보다 자살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 ‘ 정  메시지

에 한 수용자와 부정  메시지에 한 수용자의 자살 

태도는 다를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생명존중 태도  

구분 평균 표 편차 t p

생명존중
태도

긍정 3.83 .424
3.822*** .000

부정 3.57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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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자살태도  

구분 평균 표 편차 t p

자살태도
긍정 32.87 3.503

2.092*** .035
부정 27.53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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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메시지 소구 유형에 따른 자살예방 메시지 효과

개인  소구 메시지에 한 수용자와 사회  소구 메

시지에 한 수용자의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인지를 

살펴보면, 개인  소구의 경우에 평균 3.64 , 사회  

소구 3.76 으로 나타나, 개인  소구보다 사회  소구

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즉, 

사회  소구 메시지 소구유형에 한 수용자가 개인  

메시지 소구유형보다 생명존  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2-1] ‘개인  소구 메시지에 한 수

용자와 사회  소구 메시지에 한 수용자의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소구 메시지에 한 수용자와 사회  소구 메

시지에 한 수용자의 자살에 한 태도는 다를 것인지

를 살펴보면, 개인  소구 유형의 경우에 평균 29.6 , 

사회 소구 29.8 으로 나타나,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2] ‘개인  

소구 메시지에 한 수용자와 사회  소구 메시지에 

한 수용자의 자살에 한 태도는 다를 것이다’의 경우

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메시지 소구 유형에 따른 생명존중 태도 

구분 평균 표 편차 t p

생명존중
태도

개인적소구 3.64 .410
-1.964* .050

사회적소구 3.7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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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메시지 소구 유형에 따른 자살태도 

구분 평균 표 편차 t p

자살태도
개인적소구 29.61 3.555

-.336* .737
사회적소구 29.80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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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자살예방 메시지 

효과

인지  정서조  수 이 생명존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ß=.174으로 나타나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러한 결과는 인지  정서

조 이 생명존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1] ‘인지  정서조  수 이 

높을수록 생명존  태도는 정 일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인지  정서조  수 이 자살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ß=-.689으로 나타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러한 결과는 인지  

정서조 이 자살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2] ‘인지  정서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3190

 수 이 높을수록 자살에 한 태도는 부정 일 것이

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귀식

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표 4-1.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생명존중 태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ß 공차
한계

VIF

(상수) 3.894 .216 17.992 .000

인지적
정서조절

 .174 .081 .174 1.965* .049 1.000 1.000

R제곱(수정)=.205(.191), F=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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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자살태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ß 공차
한계

VIF

(상수) 31.687 1.820 17.410 .000

인지적
정서
조절

 -.752 .683 -.689 -2.42* .036 1.000 1.000

R제곱(수정)=.208(.214), F=.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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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존감 수준에 따른 자살예방 메시지 효과 

자존감 수 (고/ )에 따라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

인지를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 평균 3.63 , 

집단은 3.72으로 나타나, 집단이 높게는 나타났으

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1] 

‘자존감 수 (고/ )에 따라 생명존  태도는 다를 것이

다‘의 경우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존감 수 (고/ )에 따라 자살에 한 태도는 다를 

것인지를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 평균 29.3 , 

집단은 29.8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2] ‘자존감 수 (고/ )에 

따라 자살에 한 태도는 다를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

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자존감 수준에 따른 생명존중 태도  

자존감 
수

평균 표 편차 t p

생명존중
태도

저 3.72 .432
1.224 .223

고 3.63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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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자존감 수준에 따른 자살태도             

자존감 
수

평균 표 편차 t p

자살태도
저 29.83 3.592

.732 .465
고 29.34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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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기검색도 수준에 따른 자살예방 메시지 효과 

자기검색도가 낮은(높은) 수용자들은 개인(사회)소

구 메시지에서 생명존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인지

를 살펴보기 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

기검색도가 높은 경우에 평균 3.71 , 집단은 3.69

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구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5-1] ‘자기검색

도가 낮은(높은) 수용자들은 개인(사회)소구 메시지에

서 생명존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자기검색도 수준에 따른 생명존중태도      

자기검색도 
수

구분 평균 표 편차

저 개인적소구 3.61 .410

사회적소구 3.76 .510

합계 3.69 .469

고 개인적소구 3.65 .414

사회적소구 3.77 .408

합계 3.71 .412

합계 개인적소구 3.64 .410

사회적소구 3.76 .467

합계 3.70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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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자기검색도 수준과 메시지 소구유형에 따른 생명존

중 태도 이원변량분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682(a) 3 .227 1.167 .324

절편 2092.070 1 2092.070 10742.964 .000

자기검색도 .026 1 .026 .132 .717

소구유형 .655 1 .655 3.362 .069

자기검색도 
* 소구유형

.008 1 .008 .041 .839

오차 29.406 151 .195

합계 2150.188 155

수정 합계 30.08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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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기검색도가 낮은(높은) 수용자들은 개인(사

회)소구 메시지에서 자살에 한 태도가 더 높게 나타

날 것인지를 살펴보면, 자기검색도와 소구유형 비슷하

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가설 5-2] 

‘자기검색도가 낮은(높은) 수용자들은 개인(사회)소구 

메시지에서 자살에 한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

다’의 경우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자기검색도 수준과 메시지 소구 유형에 따른 생명존

중 태도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7.228(a) 3 2.409 .191 .903

절편 133107.580 1 133107.580 10535.269 .000

자기검색도 4.899 1 4.899 .388 .534

소구유형 .846 1 .846 .067 .796

자기검색도 
* 소구유형

.997 1 .997 .079 .779

오차 1882.537 149 12.634

합계 136903.000 153

수정 합계 1889.76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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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같은 메시지라도 어떻게 표 하느냐에 따

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메시지 이 을 통해 자

살 방 공익 고 메시지의 효과 인 표 방식을 알아

보고자 했다. 메시지 이  유형( 정  vs. 부정 )

과 소구유형(개인  vs. 사회 )에 따라 수용자의 태도

와 인식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자살 방 메시지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수용자의 개인  

특성 변수인 인지  정서조 , 자존감, 자기검색도를 설

정하 다. 

연구결과, 정  메시지를 한 피험자가 부정  메

시지를 한 피험자보다 생명존  태도와 자살에 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메시지 소구 유형(개인  vs. 사

회 )에 따른 메시지 효과의 경우, 사회  소구 메시지

를 한 피험자의 생명존  태도가 개인  소구 메시지

를 한 피험자보다 높았다. 개인  특성 변수들 에

서 인지  정서조  수 이 생명존  태도와 자살에 

한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즉, 인지  정서조

은 생명존  태도에 정 인 향을, 자살에 한 

태도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lagher & Updegraff (2012)는 임된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평가하기 해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이득 임된 메시지가 손실 임된 메시지보

다 피부암 방, 연과 신체활동 등에서 방행동들을 

권장하는데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27]메시지 

이 과 소구유형에 따른 장기기증 메시지의 효과를 

고찰한 Sun (2015)의 연구에서도 정 으로 임된 

고에서 피험자들의 장기기증 태도가 더 정 이었

다[32].

이 연구에서는 자살 방 커뮤니 이션에서 메시지 

구성요인  하나인 이 과 련하여 정  

이 이 부정  이 보다 생명존  태도와 자살에 

한 태도에서 메시지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자살 방과 련한 공공 캠페인에서 활용되는 메시

지들에서 권장된 행동을 할 경우의 이득에 해 충분하

게 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개인  소구와 사회  소구의 차별  향력

은 장기기증, 자선, 환경보  등과 련한 공익 고를 

상으로 다루어져왔는데 각각의 소구의 상  우

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소구 메시지를 한 수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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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구 메시지를 한 수용자의 자살에 한 태도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생명존  태

도에 해서는 사회  소구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메시지의 수용자 개인이 자살 방으로 얻게 

되는 혜택을 강조하는 것보다 메시지의 수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자살 방으로 얻게 되는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생각은 우울감  스트 스 수 이 높을 때 증가

하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측하는 표 인 요인

들  하나이다[46].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 인 부 응

상은 내재화된 부정  정서와 련이 있으며 자살생

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 인 정서에 한 조  능력에 

어려움을 보인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학병원에 입원한 자살기

도자 1,805명을 상으로 자살시도의 원인과 유발요인

에 해 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살시도의 직 인 

동기로는 스트 스(59.1%), 정신과  증상(33.3%) 격

한 정서  흥분(7.6%)의 순으로 나타났다[47]. 연구들

은 정서조 이 심리  안녕감(well-being)과 깊은 계

를 가지며, 정 으로 정서를 조 하는 것은 정신건강

에 악 향을 미치는 요소를 약화시킴으로써 안녕감에

도 크게 기여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서  조 수 과 메시지 효과와 련해 개인이 

응 인 정서조  략을 사용할수록 생명을 존 하는 

의식이 높고 자살에 해 부정 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

이 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정신건강의 리와 유지를 해서는 

응 인 인지  정서조  략을 훈련하고 습 화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궁극 으로 스트 스를 낮추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들어 자살

방 교육을 통해 행해지는 문제해결  스트 스 리 

기술과 더불어 무의식 , 의식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응  정서조  략을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캠페인은 자살 방을 한 략들  하나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은 자살 방 캠페인을 통해 

자살 방과 련된 지식과 정보, 처방안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자살이 방 가능하다는 을 인식하고, 자

신이나 타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들

어, 궁극 으로는 사회 체의 자살률을 감소시킬 것으

로 기 할 수 있다[48].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회에서는 높은 자

살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가 아니다. 과거로부터 한국 사회는 자살에 한 태

도가 매우 온정 이었고 그러한 태도가 한국의 자살률

을 높이는데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49].

자살은 개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사회  문제이다. 

자살률을 낮추기 해서는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환이 필요하며 사회 체가 생명의 소

함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힘들어할 때 주

변 사람이 함께하고 공감만 해줘도 자살의 부분은 막

을 수 있다고 한다. 지속 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소

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주변사람을 둘러보는 따

뜻한 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가 공동의 책

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살은 방 

가능하다는 것 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다 효과 인 자살 방 공공커뮤니 이

션 캠페인을 해 의 수용도를 높이기 한 메시지 

차별화 방식에 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생명존  

문화를 확산하기 해서는 설득력있는 홍보가 실하

다. 수용자 특성에 기반한 공 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보다 설득력있는 홍보 콘텐츠  효율 인 홍보활동

의 수행방식에 한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 이 연구는 공공 미디어 캠페인의 맥락에서 효과

인 설득과정에 한 하나의 이론  모델을 제공한다

는 에서, 그리고 자살에 한 개인의 의식변화를 유

도하기 한  하나의 효과 인 공공캠페인 도구를 제

시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이론 , 실천  함의를 갖는

다. 

반면에 실험 상자들을 학생에 국한하여 일회성 

노출로 메시지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여러 다른 연령층을 상으로 메시지 효

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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