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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물 부족 문제를 주제로, 정보원 요인과 심리적 반발수준이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심리적 반발수준의 고/저와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고/먼 정보원에 의해 설득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으

며 두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설득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만으로는 설득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다양한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필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를 확인하여, 심리적 반발수준이 다른 집단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

게 된다면, 설득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셋째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여 심리적 반발심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일 때, 메시지 설득에 높은 효과를 보였으나, 심리적 반발심이 높은 집단의 경우 오히려 사회적 거리감이 

먼 정보원의 메시지에 설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에서 활용되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물 부족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에 적용하여 심리적 반발수준과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을 함께 고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심리적 반발수준이 높은 집단을 설득할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심리적 반발심, 정보원, 사회적 거리감, 설득 효과, 물 절약

Abstract: This study focus on water shortage issue and sought to identify the effect of source factors and 

psychological resistance level on the persuasion effe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ource’s social distance 

(close/far) and psychological reactance level (high/low) affect the persuasion effect aimed at adolescents. It also 

wanted to confirm how these two factors interact and affect the persuasion effect. The experiment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source’s social distanc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ersuasion 

effect alone, so it wa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various factors. Second, it confirm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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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물 부족 문제는 국제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

소로 특정 지역 및 국가가 아닌 지구적 공동대처가 촉구되

고 있다(강호근 ‧하동윤 ‧이상은 ‧이시진, 2008). 우리나라

는 동고서저의 지형학적 및 수문학적 요인으로 인해 홍수

와 가뭄 등 수 재해에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강수량이 

대부분 여름철에만 집중되어 물 부족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있어왔

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물 절약에 참여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커

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상물이나 광고, 캠페인 

등 환경과 관계 맺는 의사소통의 모든 양상을 말하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노성종 ‧이완수, 

2013; Lakoff, 2010).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은 타인을 설득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강민정 ‧류재명 ‧김종균, 

2015).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설득적·교육적 성격은 전세계

적으로 환경교육에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대입시키는 추세

를 확산했다(김혜인 ‧김영욱, 2018). 물 부족 문제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영국의 ‘Water in Schools’. 미국의 

‘Project WET’ 등 장기적인 캠페인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환경교육이 기획 및 추진되었다(성정희 ‧박태윤, 2010). 우

리나라에서도 류재홍과 이두곤(2006)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물 환경교육 

교재화(허진숙 ‧이두곤, 2008)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환경교육에서 활용되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

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데,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구

성 요소 중 하나로 주요 가치를 제시하며, 수용자의 이해와 

수용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이다(Cox, 

2012). 메시지 전략 중에서도 환경교육에서는 설득 메시지

가 가장 활용도 높은 전략이다. 중학교 환경 교과서에는 물

이 아껴야 하는 자원이라는 내용 등의 설득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곽태성 ‧이두곤, 2007) 국어, 사회 등 교과서 텍스트

에서, 학교 내 동아리 캠페인 등에서 수질 보존이나 물을 절

약해야 한다는 설득 메시지를 전달한다.

설득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환경교육은 늘 성공적일 

수 없다. 피교육자는 설득 메시지를 보고도 행동을 변화시

키지 않거나,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득 메시지 실패 및 성공에 영향을 끼치

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

지가 있으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과 그 과정에서 발

생하는 심리적 영향이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정보원

은 정보처리에 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단서로,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보다 먼 

정보원의 메시지에 상대적으로 설득당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Hartman and Weber, 2009). 또, Brehm(1966)이 제시한 

심리적 반발이론을 살펴보면, 누군가로부터 특정 행동에 

대한 요구나 충고를 받을 때 발생하는 반발심은 인지,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충고하는 대상이 자신의 선택, 

판단, 행동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김현숙, 

2015). 반발심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대적

으로 중요하게 여겨 반항적이거나 반대로 행동하려는 경

향성을 가진다(김현숙, 2017; Quick, Scott and Ledbetter, 

2011).

persuasion effect according to the level of psychological reactance, suggesting that if the adolescents who have 

different level of psychological reactance were given the same message, to some adolescents, the persuasion effect 

could be reduced. Third, the interaction effects were identified. In the case of groups with low psychological 

reactance, the message would be highly effective when the source’s social distance is close, but in the case of groups 

with high psychological reactance, it tend to be persuaded by the message when the source’s social distance is far. 

Based on this, in environment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urce's social distance and the level of 

psychological reactance together by applying them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In particular, it is need to devise 

effective ways to high level of psychological reactance.

Key words: psychological reactance level, source, social distance, water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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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물 절약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물 절약 메시지

에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및 심리적 반발심에 따라 설

득 효과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아 추후 효과적

인 메시지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요인을 확인하고

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정보원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다른 개인 또는 집단

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다(이상경 ‧

성민정, 2010).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정보원이 누군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보원에 대한 문제는 일찍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김정현, 2006; 김재영 ‧유승엽, 2000).

정보원 유형으로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을 대입하여, 정

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을 달리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는 연

구들도 이루어졌다. 사회적 거리는 Bogadus(1925)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되었는데, 그는 사회적 거리를 공감적 이해

(sympathetic understanding) 차이로 정의하고(김상현 ‧전홍

식, 2015), 미국 내 다양한 인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 연구를 

했다(김하림 ‧조창환, 2014; Owen, 1981). 이처럼 사회적 거

리감의 개념은 한 사회 내의 집단 간 거리 차이로부터 시작

되었다. 사회적 거리 개념은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

게 정의되고 측정되었는데, 이후 Laumann(1965)은 혼란을 

피하는 대신 기존의 사회적 거리와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

로 주관적인 사회적 거리감(Subjective Social Distance)개념

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거리를 주관적으로, 개인이 특정 대

상에 대해 가깝고 멀다고 느끼는 태도로 정의했다(김예진, 

2017). 사회적 거리감 개념은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측면보

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

관적인 판단이나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

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이정민, 2018). 본 연구에서도 ‘사

회적 거리감’을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로 지역(송관재 ‧김

범준 ‧홍영오 ‧이훈구, 1997), 소수자(김상학, 2004), 국적

(장태한, 2001) 등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있었으나, 주관적

인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여 활용하기도 했다. 김하림과 

조창환(2014)은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기업 페이

스북 광고효과를 살펴보아,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다

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광고효과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재휘 외(2012)는 공공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여의도가 높

음을 발견했다. 또, 추상적 메시지일 때는 거리감이 먼 집

단, 구체적 메시지일 때는 거리감이 가까운 집단의 참여의

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Zhao and Xie(2011)은 정보원

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추천해주는 정보의 설득 

효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는데, Messing and Westwood 

(2013) 역시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

의 추천 컨텐츠를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김상

현 ‧전홍식, 2015).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

인했다.

환경교육에서 정보원 요인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정보원이 ‘미세먼

지가 외부로부터 발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 신

뢰도가 높은 정보원이 전달할 때보다 예방 행동 의도가 낮

아짐을 확인하였다(강유진 ‧김영욱, 2019). 정보원의 사회

적 거리감과 관련해서 이준규(2000)는 물 환경정책 관련 신

문기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서, 사회

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의 기사 강도가 유의하게 높음

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에서도 정보원의 차이가 커뮤니케

이션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

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설득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교육에서 성공적인 설득 메시지

에 필요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연구문제 1.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은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설득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2. 심리적 반발 이론

Brehm(1966)은 ‘심리적 반발심’을 심리적 반발 이론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에서 “자유가 제거되거나 



심리적 반발수준과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물 절약 메시지의 설득 효과

―84―

제거될 위협을 받았을 때 발생한다고 가정되는 동기적인

(motivational) 상태”로 정의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하

고 지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데, 자유가 

상실될 위협을 당하거나 상실되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

면, 자유를 방해하는 힘에 반대하여 움직이도록, 각자 다른 

방식과 강도로 표현하는 경향을 설명한 것이 심리적 반발 

이론이다(홍성묵 ‧김선주 ‧이만영, 1994).

Brehm(1966)이 처음으로 심리적 반발에 대해 이야기했

을 때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부터 활발

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Hong and Ostini, 1989; Hong 

and Page, 1989; Tucker and Byers, 1987; Merz, 1983). 초기에

는 심리적 반발심을 상황 특수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Jahn and Lichstein(1980), Rohrbaugh, Tennen, Press and 

White(1981), Brehm and Brehm(1981), Dowd, Miline and 

Wise(1991)에 의해서 심리적 반발심은 하나의 특성(trait)으

로, 비교적 일관성을 갖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되었

다(홍성묵 ‧김선주 ‧이만영,1994). Brehm and Brehm(1981)

은 심리적 반발심이 개인적인 특성으로 표현의 정도와 방

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

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심리적 반발심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고, 여러 상황에서 경험하는 빈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Dillard and Shen(2005)은 심리적 반발심이 높은 사람들

은 방어적, 공격적, 자율적인 성향이 강하며, 쉽게 자유 위

협을 느끼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반발심으로 개인의 태도

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심리적 반발심은 개인 성향으로 구분되며 개인이 설득 메시

지에 대해 자유 위협을 느껴 동기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반발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됐는데, 

Dowd and Wallbrown(1993)은 내담자가 심리적 반발심이 

높은 경우, 상담에서 반발심이 높고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심리적 반발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은 반발 행동을 빈번하

게 보이며 상담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치료에 대한 만

족도가 낮다는 연구(Dowd, Milne, Wise, 1991; Morgan, 

1986)에서는 반발심이 높고, 낮은 내담자를 구분하여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Burgoon, et al.(200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캠

페인에서 몇몇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성공률이 높지 않다

며 그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메시지가 오히려 심리적 반발

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단계에서만 나타나는 주요 특징인 ‘자아 중심성’은 청

소년의 자의식을 강화한다(김인경 ‧윤진, 1988). 높은 자의

식은 자신의 능력이 크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게 만들

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판단에 자유를 가지고자 하는 욕

구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어른에 비해 높은 심리적 반발심

을 특징으로 한다(Miller et al., 200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보원에 대한 낮은 평가는 주로 

심리적 반발심을 일으키는 결과로 간주되었는데, 정보원

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심리적 반발심을 경험했다(Burgoon et al., 2002).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원

이라는 변수에 따라 큰 효과 차이를 볼 수 있다(김현숙 ‧이

현우, 2012). 청소년기에는 특정 메시지에 설득의도가 있음

을 인지하면 더욱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현숙 ‧이현우, 2012; 

McGrane, Toth, Alley, 1990).

심리적 반발 이론은 메시지의 낭비를 막고, 실제상황이

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Burgoon, 

et al., 2002). 환경문제에 대해 심리적 반발 이론을 적용한 연

구로,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메시지 효과를 조사할 때, 심리

적 반발심의 측면으로 바라본 연구(Lu et al., 2017)나 환경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수질보전 캠페인 메시지에 노출되

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반발심에 대한 연구(Liang et 

al., 2018)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교육적으로 심리적 

반발 이론을 적용하는 시도가 적다. 심리적 반발 이론을 환

경교육에 적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 절약의 설득 메시지

를 통한 설득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 

심리적 반발수준(고/저)은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설득 효

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3. 설득 효과

환경교육에서 인식이나 행동 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

해서 주로 활용되는 전략인 설득 메시지는 설득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극으로써 설득 효과는 

그 메시지에 의해 결정된다. 설득은 화자가 수용자와의 커

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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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강요와 다른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정은이, 2014).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메시지 

유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 유형 등에 따른 설득 효

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설득 효과에 있어서 영향력

이 높은 변인 중 하나가 메시지의 정보원이다(조삼섭 ‧한

규훈, 2009). Ohanian(1990)은 메시지 전달자의 특징은 메

시지 설득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

원에 따른 설득 효과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정보원의 신뢰

도, 유명인의 매력 등에 관련한 광고와 홍보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졌다.

정보원의 유사성 차이를 사회적 거리감 차이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정보 전달자의 사회적 거리감

이 가까운 경우에 먼 경우보다 더 높은 설득 효과가 나타남

을 검증하여,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설득 효과를 높이

는 효과적인 변수임을 밝히기도 했다(김상현 ‧전홍식, 

2015). 김윤애와 박현순(2008)의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사

회적 거리감이 멀면 설득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형

성하여 설득 효과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조영신과 

정세훈(2013)은 소셜미디어에서 홍보 주체가 기업일 때보

다 비영리조직일 때 설득 효과가 높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홍보의 설득 효과에서도, 광고일 

때는 재학생이 모델일 때와 퍼블리시티인 대학기사의 경

우에는 총장일 때, 설득 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김선화 ‧한규훈, 2012).

설득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심리적 반발

심 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정(2017)은 장기기증 장려 메시지

에 대해서, 심리적 반발 성향이 높은 경우에 장기기증 설득 

효과가 낮았다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김현숙(2015)은 공공

캠페인 메시지 수용에서 심리적 반발수준이 낮은 집단은 

긍정 프레이밍에 의해 설득 효과가 높아지지만, 반발심이 

높은 집단을 설득할 때, 메시지 프레이밍에 의해 설득 효과

가 높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설득 메시지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정보원 입

장을 추론하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과 동기에 의해

서 스스로의 의견이나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손상희, 

2016). 사람들은 설득 메시지를 읽고, 특정 현상에 대한 원

인이나 동기를 스스로 유추하거나 메시지에 반발함으로써 

인지과정과 태도, 행동 의도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손상희, 

2016). 따라서, 설득 메시지는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메

시지에 따른 설득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득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광고효과나 소비자 

행동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되어 구매의도, 태도 측면

의 효과를 확인한 경우가 많았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용자의 개인 특성인 환경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광고 메

시지 유형의 효과는 메시지가 개인의 환경 가치지향과 일

치할 때 높다는 연구도 있었는데(김재휘 ‧박유진, 2002), 이 

연구에서는 다른 공익광고에 비해 피해의 대상과 범위가 

큰 환경광고에서 설득 효과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함을 설

명하기도 했다. 설득 효과에 대한 척도는 연구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되었으므로, 각 연구에 알맞은 설득 효과 척도를 선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득 효과는 태도의 변화

와 이를 통해 유도되는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

변인으로 측정되어 왔다(김선화 ‧한규훈, 2012). 환경교육

의 목표가 태도 변화와 실천적 행동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이라고 했을 때, 설득 효과를 태도의 변화와 이를 통해 유도

되는 실천적 행동의 변화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득 효과를 성공적인 설득으로 발생하는 태도와 

행동 변화 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설득 효과의 

행동 변화 정도는 양적 연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 아니며 태도의 변화가 실천적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측면의 행동 변화

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 변화를 태도의 

개념에 포함하여 집단 간 태도 변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설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그 하위요인으로 조삼섭과 

한규훈(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메시지 신뢰도, 메시지 설

득성, 메시지 호의도, 메시지 관여도, 행동적 의향을 선정할 

수 있다(조삼섭 ‧한규훈, 2009; Hallahan, 1999). 먼저, 메시

지 신뢰도는 광고 태도(김현숙, 2015)나 메시지에 대한 태

도(정만수 ‧유종숙 ‧조삼섭, 2007)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조삼섭과 한규훈(2009)는 메시지 신뢰도를 메

시지 내용에 대한 믿음과 확신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 연구는 수용자가 메시지 내용에 대해 믿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 메시지 설득성에 있어서 배성우(2008)는 기

존에 메시지 이해도와 메시지 설득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메시지 이해도를 확인하여, 설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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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마케팅 연

구(임현빈 ‧김진영 ‧신동우, 2014)나 광고 태도(김현숙, 

2015)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활용된 메시지 설득성을 조삼

섭과 한규훈(2009)은 내용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의 정도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설득성을 수용자가 메시

지에 대해 이해한 정도와 설득된 정도로 정의한다. 메시지 

호의도에 있어서 이병관과 윤태웅(2012)은 공익광고의 프

레이밍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2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

타 분석하였는데, 프레이밍 효과를 태도적 개념으로 확인

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흔히 메시지 호의도를 활용하였

음을 확인했다. 조삼섭과 한규훈(2009)은 메시지 호의도를 

해당 광고 혹은 기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수준을 나타

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호의도

를 수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메시지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했다. 메시지 관여도에 있어서, 관여도

(Involvement)는 어떤 경로로 설득되는지 결정해주는 요소

다. Krugman(1965)은 메시지 관여도가 메시지의 내용을 개

인적 경험과 관련시켜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Sherif 

and Hovland(1961)는 정보와 수용자의 중심가치 간에 이뤄

진 연결이라고 정의했다(정은이, 2014). 이상경과 성민정

(2010)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메시지 관

여도를 활용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관여도를 

수용자가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관련짓고 유

익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 행동적 의향은 직접적

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어, 실제적 행

동의 가능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이다(김선화 ‧한규훈, 2012; 이미현 ‧임숙자, 1997). 공익광

고(이병관 ‧윤태웅, 2010)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서 설

득 효과(이은지 ‧나은영, 2013)를 확인하기 위해 행동적 의

향을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하여 확

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행동적 의향을 물을 절약하고 물 절약을 권유할 행동의 가

능성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의지라고 정의한다.

연구문제 3.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은 심리적 반발수준(고/저)

에 따라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설득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

를 발생시키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본 실험연구는 심리적 반발수준과 정보원의 사회적 거

리감에 따라 물 절약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은 물 절약 메

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준다.

연구가설 2. 심리적 반발수준(고/저)은 물 절약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준다.

연구가설 3.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은 심리적 반발

수준(고/저)에 따라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설득 효과에 영

향을 준다.

2. 실험설계와 표집

1) 실험설계

선행연구와 문헌에서 ‘심리적 반발 이론’과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설득 효과’에 대해 살펴보아 적절한 연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에서 검증받은 검사 

도구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지발달 수준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거나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멀고, 가까운 정도를 조작한 <상황 설정

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물 절약 메시지도 연구대상자의 

인지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물 절약 실천방법과 물 

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하여 제작했다. 이를 토

대로 설문은 심리적 반발심을 측정하고,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 메시지 중 하나를 

무작위로 할당받아 읽고 조작점검 문항에 답하며 메시지

를 읽고난 후의 설득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2) 실험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24세를 범위로 하

지만,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가장 많은 변화가 12세에서 14세

에 나타나고 있고, 이외의 많은 청소년 관련 연구가 중학생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김기모 ‧김현철, 2013), 

중학교 3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5월 1일

부터 5월 7일까지 대전광역시 G중학교와 충남 천안의 S중

학교, Y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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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두 남녀공학이며 일반중학교로 담임교사를 통해, 온

라인 설문을 제공받아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설문지는 물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사

회적 거리감 근/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설

문지는 약 500 명의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는데, 무작위 할당

(random assignment)을 통해 학생들은 두 가지 유형의 자극

물 중 한 가지 유형에 노출되었다. 이 중에서 실험에 참가하

여 응답한 학생들은 340명으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근

/원에 따라 각각 170명씩 설문에 응답했는데, 조작점검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14건을 제외하고 326

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집단별 피험자의 분포는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이 가까운 경우 160명,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먼 경우 

16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분석을 통해 심리적 반발 척도

를 중심으로, 심리적 반발심 고/저 집단을 나누기 위해 척

도점수에 따라 211명을 추출했다(표 1 참조). 이 때,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른 메시지 명시성 효과를 확인한 서혜선과 

현명호(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척도 점수의 상위 30%로 

‘고’집단을 선정하고, 척도 점수의 하위 30%로 ‘저’집단을 

선정하였다.

3. 변인 및 측정도구

1) 실험 자극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험 자극물은 가상의 페이스북 

친구인 “김선영”이 공유하는 물 절약 메시지이다. “김선

영”은 물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으로, 사회적 거리

감이 멀거나 가깝도록 제작된 상황 설정문(vignettes)에 의

해 제시된다. 사회적 거리감을 조작하는 상황에 있어서, 특

정 인물,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주위 친구를 설정하는 것으

로는 일반적인 중학생 실험 참가자 모두가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설정

문>을 이용하여 인물과 상황을 설정했다. 상황 설정문의 

사용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

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다(d’Astous, 1998). d’Astous 

(1998)가 텔레비전 스폰서십 PPL 배치전략에 대한 소비자

의 반응 연구에서 사용한 상황 설정문을 신영웅과 조창환

(2014)이 페이스북 정보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거리감에 따

른 광고효과 연구에서 차용했으며 유은아와 김현철(2014)

이 페이스북 정보원과 메시지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에서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2개의 상황 설정문

을 제작하였는데, ‘당신은 지금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했습

니다. 평소와 같이 뉴스피드를 훑어보고 있는데, 김선영이 

공유한 글을 보게 됩니다’ 부분은 동일하나, 사회적 거리감

이 가까운 정보원은 김선영을 ‘소꿉친구로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학교에서도 만나는 사이’로, 사회적 거리감이 먼 

정보원은 김선영을 ‘페이스북으로 알게 되어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몇 살인지 모르는 사이’로 나타내었다. 이때, 실

험조사의 과정에서 독립변인 외에 설득 효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를 위하여 실험 자극물 상의 모든 표

현은 가상의 이름(김선영), 가상의 피드 등으로 통일하였

다. 공유되는 물 절약 메시지는 아프리카의 물 부족 상황과 

샤워를 할 때 평균 60L 정도의 물을 사용하므로 샤워시간

을 3분으로 줄이는 등의 물 절약을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구

성하여 제작했다.

표 1. 집단구분과 사례수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멀다 가깝다 전체

심리적 

반발

수준

고 54 54 108

저 56 47 103

전체 110 101 211

표 2. 심리적 반발심 측정 척도(홍성묵, 김선주, 이만영, 1994)

항목 번호 내용

동조에 대한 

반발

1 규칙을 대하면 규칙에 반항하고 싶어진다

2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하면 기분이 좋다

3
어떤 일을 못하게 하면 “그 일을 꼭 하고 

싶었는데”하는 생각이 든다

11
누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그 반대로 

하고 싶어진다

의존에 대한 

반발

5
내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좌절감을 느낀다

7 누가 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화가 난다

충고에 대한 

반발

4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으면 간섭 받는 것 

같이 생각된다

6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짜증이 난다

8
충고나 권고를 받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싶다

타인 영향에 

대한 반발

9
누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나는 

이에 반항한다

10 다른 사람을 본받으란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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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인: 심리적 반발심

 홍성묵, 김선주, 이만영(1994)이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Hong’s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를 한국어로 번

역하고 한국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척도의 적절성을 평

가하면서 홍의 척도가 심리적 반발심을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개인이 설득 

메시지에 대해 자유 위협을 느껴 동기되는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번안된 홍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했다

(표 2 참조). 동조에 대한 반발심, 충고나 권고에 대한 반발

심, 의존하게 되는 데 대한 반발심,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지는 홍의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각 문

항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었으나, 강

태중(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Likert 방식의 7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3) 독립변인: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은 상황 설정문을 통해 제시되

었고,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조작점검을 통해, 상황설

정문이 알맞게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조작점검

을 위하여 Laumann(1965)의 문항을 수정한 김하림과 조창

환(2014)의 사회적 거리감 설문 문항을 사용했다. 김하림과 

조창환(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 측정도구의 신

뢰성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로 내적 일관

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사회적 거리감 측정

도구는 알파(Alpha)계수가 0.915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하림과 조창환(2014)의 연구

에서 쓰인 사회적 거리감 측정 도구를 Likert 방식의 7점 척

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사용했다.

4) 종속변인: 설득 효과

 사회적 거리감이 근/원인 정보원과 심리적 반발수준의 

고/저에 따라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설득 효과를 살펴보고

자 했다. 종속변인으로 설득 효과는 태도적 개념에 주목하여, 

설득효과와 그 하위요인인 메시지 신뢰도, 메시지 설득성, 메

시지 호의도, 행동적 의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삼섭과 한규훈(2009)은 Hallahan(1999)의 기사 효과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번역하여 메시지 신뢰도, 메시지 

설득성, 메시지 호의도, 행동적 의향의 측면에서 캠페인의 

설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

삼섭과 한규훈(2009)이 사용한 5개의 하위요인을 유지하며 

척도를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표 3 참조).

설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유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었고, 하위요인인 메시지 신뢰도, 메시지 설득성, 

메시지 호의도, 메시지 관여도, 행동적 의향은 3문항씩 해당 

측정 유목들의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내어 구성하였다.

4. 신뢰도검증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문항을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반발심 문항의 알

파계수는 .900, 조작점검을 위한 사회적 거리감의 알파계

수는 .915, 설득 효과의 알파계수는 .932로 나타났다. 설득 

효과의 하위 요인인 메시지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842, 메

시지 설득성의 알파계수는 .806, 메시지 호의도의 알파계

수는 .901, 메시지 관여도의 알파계수는 .799, 행동적 의향

의 알파계수는 .890으로 나타났다. 

5. 분석방법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거치고, two-way ANOVA

를 통해 연구가설을 입증했다. 실험연구결과를 증명하고

표 3. 설득 효과 측정 항목(조삼섭, 한규훈, 2009)

항목 번호 내용

메시지 

신뢰도

1 글의 내용은 확신을 준다

2 글의 내용은 정확하다

3 글의 내용은 전문적이다

메시지 

설득성

4 글의 내용은 진실하다

5 글의 내용은 공감이 간다

6 글의 내용은 설득적이다

메시지 

호의도

7 글은 흥미롭다

8 글은 주의를 끈다

9 글은 매력적이다

메시지 

관여도

10 글은 유익하다

11 글의 내용은 나와 관련이 있다

12 글의 내용은 나에게 중요하다

행동적 

의향

13 글의 내용을 보니 물 절약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4 기회가 된다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싶다

15
글에 있는 물 절약 실천방안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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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반발수준과 정보원

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설득 효과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작점검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을 7점 척도(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을 매우 멀게 느끼는 경우:1, 정보원의 사회적 거

리감을 매우 가깝게 느끼는 경우:7)로 측정하였는데, 4

문항의 평균을 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의 거리감(M:5.05)이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먼 메

시지에 노출되었을 때의 거리감(M:4.08)보다 높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상황 설정문>을 통해 실험참가자가 정

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게 조작된 경우에 거리감

이 멀게 조작된 경우보다 실제로 거리감을 더 가깝게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설득 효과의 결과

분석 결과를 보면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이 물 

절약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 1>

이 기각됨을 확인했다(F=3.311, p=.070, 표 4, 표 5 

참조).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

원)에 따라 설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낸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득 효과의 하위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원의 사회

적 거리감에 따른 물 절약 메시지의 메시지 신뢰도(F

=1.939, p=.165), 메시지 설득성(F=.764, 

p=.383), 메시지 호의도(F=2.074, p=.151), 행동적 

의향(F=1.562, p=.21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득 효과의 하

위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메시지 관여도는 정보원의 사회

적 거리감(근/원)은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관여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

=4.661, p=.032).

3.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의 결과

분석 결과를 통해 심리적 반발수준(고/저)이 물 절약 메

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 2>는 지지

되었다(F=17.957, p=.000   표 4, 표 5 참조). 물 절

약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수준(고/저)에 따른 설득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설득 효과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5개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반발수준(고/저)에 따라 메시지의 신뢰도(F

=13.358, p=.000  ), 메시지 설득성(F=14.698, 

p=.000  ), 메시지 호의도(F=9.619, p=.002 ). 

메시지 관여도(F=7.863, p=.006 ), 행동적 의향(F

=11.873,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심리적 반발수준이 ‘저’일 

때는 설득 효과가 높고, 반발수준이 ‘고’일 때는 설득 효과

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정보원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른 설득 효과 

평균차이

사회적 

거리감

심리적

반발수준
평균

표준

편차
N

근

고 4.382 .977 54

저 4.468 .934 56

전체 4.426 .952 110

원

고 4.138 .935 54

저 5.207 1.113 47

전체 4.636 1.149 101

전체

고 4.260 .960 108

저 4.805 1.080 103

전체 4.526 1.054 211

표 5. 심리적 반발수준과 정보원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설득 효과

설득효과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A)

3.230 1 3.230 3.311 .070

심리적 

반발수준(B)
17.520 1 17.520 17.957 .000

  

A*B 12.672 1 12.672 12.988 .000
  

오차 201.955 207  .976

합계 4555.587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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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및 심리적 반발수준의 상호

작용에 따른 설득 효과의 결과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반발수준의 상호작

용 효과는 유의미하여,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은 

심리적 반발수준(고/저)에 따라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설

득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 3>이 지지되었다(F

=12.988, p=.000  , 표 4, 표 5, 그림 1 참조). 

물 절약 메시지에 대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

적 반발수준(고/저)에 따른 설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설득 효과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5개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이 심리

적 반발수준(고/저)에 따라 메시지의 신뢰도(F

=8.506, p=.004 ), 메시지 설득성(F=6.776, p=.010

), 메시지 호의도(F=11.878, p=.001 ), 메시지 관

여도(F=7.059, p=.009 ), 행동적 의향(F

=6.224, p=.0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반발심이 ‘고’수준의 집단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이 

먼 정보원이, 심리적 반발심이 ‘저’수준의 집단에게는 사회

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이 물 절약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설득 효과가 통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과분석 및 논의

환경교육에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설득 메

시지를 통해 실천적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교육에서 사용되

는 설득 메시지를 통한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였고,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설득 메시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근/원)으로 나타낸 정보

원 유형과 심리적 반발수준(고/저)이라는 변인의 물 절약 

메시지 설득 효과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토대로 경험적으

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은 통계적으로 물 절약 메시지 설득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

깝고 먼 정도에 따라서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

까운 정보원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회적 거리감이 먼 경

우의 정보원보다 더 높은 설득 효과가 나타남을 검증한 연

구결과들(김상현 ‧전홍식, 2015; 신영웅 ‧조창환, 2014; 

Zhao and Xie, 2011)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토대

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설득 효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 전달 매체, 정보원

의 사회적 거리감에 정보원에 대한 호의도나 신뢰성, 매력

성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을 함

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황 설정문을 통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 조작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고 특히 SNS에서의 조작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최근 청소년의 SNS 친구에 대한 통상적인 사회적 거리

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후

속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로, 심리적 반발수준은 물 절약 메시지의 설득 효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반발수준이 ‘저’일 때는 설득 효과가 높고, 반발수준이 ‘고’

일 때는 설득 효과가 낮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심리학에서, 심리적 반발심이 높은 집단은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서혜선 ‧현명호, 2005; Dowd, and 

Wallbrown, 1993), 개인의 심리적 반발 성향에 따라 메시지

를 읽고 느끼는 심리적 반발의 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설

득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최지은과 이두희(2012)의 연구

결과, 설득 의도가 있는 메시지에서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

껴 발생한, 심리적 반발심에 의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연구(Petty and Cacioppo, 1979)와도 일맥상통하며 김현정

(2017)의 심리적 반발 성향이 강한 경우에 장기기증 설득 그림 1. 설득 효과 차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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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낮췄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반발수준이 다른 집단에게 같은 메시지가 제공될 

경우 효과적이지 않고, 특히 반발수준이 ‘고’인 집단에게는 

설득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은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라 설득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

했다. 본 연구에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의한 설득 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심

리적 반발수준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물 절약 메시지의 설

득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적 반발심이 ‘고’수준의 집단

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이 먼 정보원이, 심리적 반발심이 ‘저’

수준의 집단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이 물 

절약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설득 효과가 높았다. 심리적 반

발심이 ‘저’수준의 집단에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득 효과가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

(Burgoon et al., 2002)에서 정보원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

겨질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반발심이 생기지 않

게 된다던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었다. 심리적 반발심 

‘고’수준의 집단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이 먼 경우의 정보원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득 효과가 높다는 것은 서혜선과 

현명호(2005)의 연구에서 심리적 반발심이 낮은 집단은 명

시적인 메시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나, 심리적 반발심

이 높은 집단은 오히려 명시적인 메시지에서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진다는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같

은 메시지여도, 심리적 반발심이 높은 집단은 멀게 느껴지

는 메시지나 정보원에 의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정보원의 신뢰도나 호감도, 매력성 등의 요

인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도 있다. 선행연

구를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 반발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대

상으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설득하면, 심리적 반발심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어, 멀고 낯선 사람이 설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본 연구의 결

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먼 SNS상의 친구가 

권유하는 것을 더 호의적으로 여기며, 설득되는 효과를 가

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심리적 반

발심이 높은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잠재변인의 영

향력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에서 찾을 수 있

다. 먼저, 중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통한 SNS 메시지

에서의 설득 효과를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

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SNS상으로만 맺은 친구에 대해 

비교적 가깝게 생각하며 정보원이 실제 친구와 SNS상에서

만의 친구일 때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설득 효과가 비슷하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교육적으

로 SNS가 정보원이 되어 설득 메시지를 전달할 때 고려할 점

을 확인하고, 다양한 텍스트에서 SNS를 이용해 설득 메시지

를 전달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로, 물 절약 메시지에서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른 설

득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교육이 실천적 

행동과 태도 변화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때, 성

공적인 설득 메시지 전달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득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 수용자 개개인의 심리적 반발수준이 있음을 확인

했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심리적 반발심에 영향

을 주거나 심리적 반발심에 의한 영향 등 다른 잠재 변인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라서 설득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

고, 심리적 반발수준이 낮은 경우와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

감이 멀고, 심리적 반발수준이 높은 경우에 메시지 설득 효

과가 높아짐을 검증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지 않

았던 부분으로 추후연구의 여지를 남긴다. 

넷째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서의 방향성

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으로 전달 매체나 정보원 유형 등

의 정보원 요인과 심리적 반발수준에 따라 설득 효과가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반발심을 

환경교육에 적용시킨 예는 찾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데 의

의가 있다. 그러므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반

발수준에 따른 추후연구로 에너지 절약이나 기후변화 등

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적용하여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견

고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의 측면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설득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도움

이 될 세 가지의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효과적인 



심리적 반발수준과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물 절약 메시지의 설득 효과

―92―

설득 메시지 전달 방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환

경교육에서 설득 메시지의 전달 주체를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현재 환경교육에 있어서, 주로 정부 부처나 교육

청, 교사를 통해 설득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다양한 정보원

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둘째로, 심리적 반발수준이 설득 효과 증진을 위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심리적 반발수준이 높은 사

람과 낮은 사람에게 같은 물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설득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심리적 반발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설득 메시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

한 심리적 반발수준의 설득 효과에 대한 뚜렷한 영향력은, 

많은 교육적 측면의 노력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

적 반발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로, 환경교육의 설득 메시지에서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반발수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을 확인했다.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두 정보원 간의 설득 효

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물 절약 

메시지를 통한 설득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고, 먼 

정보원 모두가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시사한다. 최근 동아

리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동료 친구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는 추세이다. 선행

연구에서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의 정보원이 전달하는 메

시지 설득 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추

측된다. 심리적 반발수준이 낮은 집단에게는 효과적인 방

법일 수 있으나, 반발수준이 높은 집단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심리적 반발수준이 높은 집단까지 포섭할 수 있

는 설득 메시지 전략을 새롭게 숙고하여 환경교육에 적용

할 필요가 있다.

VI.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원의 사회

적 거리감(근/원) 조작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정보원을 실제 친구와 SNS로만 맺은 친구로 비교하

였을 때, 거리감 척도의 점수가 중간값에 몰려있는 것을 토

대로, SNS상에서만 맺은 친구를 비교적 가깝게 생각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 가깝

고, 멀게 설정한다면, 설득 효과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환경교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환경 커뮤니케이

션 전략 중에서 설득 메시지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영상물, 캠페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환경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환경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루어 연구를 확

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환경문제에 적용하여 환경교육 연구를 실

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쓰레기 문제 등 여러 

환경문제에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환경문제와 관

련하여 메시지 프레이밍이나 메시지 유형의 차이 등을 통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여전히 정보원 요인

이나 심리적 반발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여러 가지 환

경문제에 대해 정보원 요인과 심리적 반발심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다양한 요인과 결합시켜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한 후 환경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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