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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 홍보문의 메시지 구성방식에 따라 상담 이용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메시지의 구성방식은 기존의 광고 마

케팅 영역에서 오랜 관심의 주제로 연구되어온 프레이밍(framing)을 조

작하는 방식이며, 상담을 받았을 경우의 이득을 강조하는 이득 프레이밍

과 상담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손실을 강조하는 손실 프레이밍의 두 가

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자 중 상담이용경험이 없으며 상담 서비스에 저관여 군으로 분류된

5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 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두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분석대상 중 상담을 받을 경

우의 이득 프레이밍 메시지를 읽은 참여자는 28명, 상담을 받지 않을 경

우의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를 읽은 참여자는 25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첫째, 처치를 실

시하기 전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사를 측정하여 이들의 사전

점수와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처치가 끝난 뒤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 의사를 측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득 프레이밍 형태의 홍보 메시지를 읽은 집단은 손실 프

레이밍 형태의 홍보 메시지를 읽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상담 홍보 메시지의 이득 프레이밍 방식이

손실 프레이밍 방식에 비해 상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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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담 홍보문을 읽은 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사는 상담 이용

의도 점수와 지불용의가격 모두에서 이득 프레이밍 집단과 손실 프레이

밍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상담을 받고자하는 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심리적 불편감이 유의

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상담을 필

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이득 프레이밍 방식의 홍

보문을 접하는 것이 손실 프레이밍의 홍보문을 접하는 것보다 상담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 이용 경험이 없으며, 상담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잠재적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상담의 유용성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상담 마케팅, 메시지 프레이밍(framing),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 의사

학 번 : 2015-21564



- iii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Ⅱ. 이론적 배경 ···································································· 8

1.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 8

1) 전망이론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 ····································· 8

2) 프레이밍 효과의 영향 변수 ·············································· 12

2. 상담마케팅 ·············································································· 15

1)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 15

2) 상담 마케팅의 종속변수 ··················································· 17

Ⅲ. 연구방법 ········································································ 19

1. 연구대상 ···················································································· 19

2. 연구도구 ·················································································· 21

3. 연구절차 ···················································································· 25

4. 자료분석 ···················································································· 28

Ⅳ. 연구결과 ········································································ 29

1. 결과분석을 위한 자료검토 ·················································· 29

2. 집단 간 사후점수의 차이 비교 ······································· 32



- iv -

Ⅴ. 논의 ················································································· 37

1. 요약 및 논의 ·········································································· 37

2. 연구의 제한점 ······································································ 40

3.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41

참고문헌 ················································································ 43

부 록 ················································································ 53

부록 1. 사전설문지 ······································································ 53

부록 2. 서비스 관여도 ································································ 55

부록 3. 상담에 대한 태도 설문 ················································ 56

부록 4. 상담 이용 의도 ······························································ 59

부록 5. 상담 지불용의가격 ························································ 60

부록 6. 이득 프레이밍 홍보문 ·················································· 61

부록 7. 손실 프레이밍 홍보문 ·················································· 64

부록 8. 조작 확인 및 응답의 성실도 문항 ···························· 67

Abstract ··············································································· 69



- v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20

<표 2> 실험 집단 구성 ········································································ 20

<표 3> 실험 절차 ················································································· 25

<표 4> 이득 및 손실 프레이밍 홍보문의 조작 확인 ··························· 29

<표 5> 분석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징 동질성 검증 ······················· 30

<표 6> 분석집단 간 사전점수 동질성 검증 ······································· 31

<표 7> 집단별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의 기술통계 ·························· 32

<표 8> 상담에 대한 태도 사후점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33

<표 9> 집단별 상담 이용 의도의 기술통계 ······································· 33

<표 10> 상담 이용 의도 사후점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34

<표 11> 집단별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기술통계 ································ 35

<표 12> 사후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36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체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선

택이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고통을 가진 사람이 상담소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수번의 망설임이 거듭된다. 상담 실제 장면에서 혹은 상

담의 실제를 다룬 서적에서 내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하였다고(김희정, 2015; 최명선, 홍기묵, 2012) 보고하는 사례

를 왕왕 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상담이 마지못해 잡는 지푸라기로서 마지막 대안이 아닌, 보다 선택 가

능한 대안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이 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가지는 거리감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

되기도 한다. ‘서비스 갭(service gap)’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마련되

어 있음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현상을 의미한다(Stefl & Prosperi, 1985; Brinson & Kottler, 1995).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8명 중 1명이 최근 1년 간 연속적으로 2주 이

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사람은 9.7%에 불과했다(질병

관리본부, 2012). 즉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9명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담을 원하면 물리적

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비교적 비용이 덜 발생하는 대학상담센터의 경우

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대학상담센터 이용률은 대체로 10% 미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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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외의 교육 및 워크샵을 포함하여 이용률을 높게 잡아도

10-2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최윤미, 2012). 서비스 갭은 개인에게

현저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회적 부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우울 및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0조 3826억원에

달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박상봉, 2015에서 재인용).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예언하는 데 중요하

게 다루어지는 심리적 회피 요인은 낙인(Stigma)이다(Cooper, Corrigan,

& Watson, 2003). 상담에서의 낙인은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해

개인이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정진철, 양난미,

2011). Judge(1998)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낙인을 다음의 세 가지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염려, 상담이나

내담자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상담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부

정적 생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낙인의 결과 개인은 심리적 고통을 인

정하지 않으며, 고통을 인식한다하더라도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도움

추구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Judge, 1998; 신은혜, 2015에서 재인용). 이

처럼 정신문제로 인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간과할 수 없는 장애요인(질병관리본부, 2012)이기에 심리적 고통을 겪

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역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Gilchrist & Stringer, 1992). 그러므로 이용자에게

낙인의 위험을 내포하는 상담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서는, 상

담을 받음으로써 감수해야하는 위험성보다 기대되는 유익성이 크게 지각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자를 교육하는 사람들과 상담자

들은 상담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 동참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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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상담의 전문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 해야 할 책무가 있다

(Gilchrist & Stringer, 1992).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담소를 더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하

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대

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강혜영(2011)은 상담 마케팅 동향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상담분야에서 수행된 마케팅 관련 연구주제들을 크게 서비스

고객(내담자)의 상담 서비스 인식에 대한 연구, 상담 마케팅 측정 도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상담 마케팅 방법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

데 홍보 실무에서의 ‘상담 마케팅 방법’에 주목한 연구는 상담의 활성화

라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지 않

았음을 지적하였다.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설득 메시지의 구성을 조작하는 것은 광고학의 오랜 주제였으나 상담 마

케팅에서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평가할 때 광

고의 여러 속성 중 ‘광고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한다(유승

엽, 김은희, 2006).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위험을 수반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경우 사람들은 그 선택안의 메시지가 구성되

는 방식에 매우 민감할 수 있는데, 특히 Tversky와 Kahneman(1979)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이러한 민감성

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선택상황에서

대안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

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진성조, 2008).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은 크게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득 프레이밍의 메

시지는 광고에서 제시한 내용을 채택할 경우 얻게 되는 물리적·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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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나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형식이고, 손실 프레이밍의 메시지는

광고의 제시내용을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잃게 되는 물리적·심리적 손실

이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형식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광고 메시

지들은 프레이밍 효과를 공략한 것이 많다.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한 마

케팅은 단지 영리 조직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공익광고, 사회복지제도,

종교단체 등 비영리 조직으로 확장되어 널리 접목되고 있다. 실제로 프

레이밍 효과 연구는 상품선전(Homer, Yoon, 1992; Ganzach, Karsahi,

1995)은 물론 이미 보건·의료 영역(Wright, Weitz, 1977; Maheswaran,

Meyers-Levy, 1990; 김준홍, 윤영민, 2010), 공익캠페인(전홍식, 김동욱,

2010), 정치광고(임순미, 2012), 기부행동(박하연, 성영신, 김지연, 2013)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프레이밍 효과의 이론적 근간인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이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득과 손해를 계

산하는 준거점은 절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며, 손익의 계산은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주관적 전망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

편향(Anderson & Hubert, 1963)때문에 이익보다는 손실로 인한 불만족

을 두려워하고, 손실 프레이밍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유발

되어 손실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가 이득으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보다 효

과적이다(Meyerowitz and Chaiken, 1987; Block and Keller, 1995).

그러나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광고 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 즉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는 수용자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모든 선택 상황에

서 손실 프레이밍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득 프레이밍이 설득

효과가 좋은 경우가 연구를 통해 꾸준히 주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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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손실을 회피하는 선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

이론의 예측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실제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연구되었다. 프레이밍의 효과 연구

중 정보 수용자 측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변인은 구매자의 관여도

(involvement)다. 관여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나 고려의

정도를 의미한다(이종민, 류춘렬, 박상희, 2007). 만약 제시된 설득 메시

지가 홍보하는 것이 수용자에게 중요한 문제인 경우, 즉 관여도가 높을

때에는 손실 프레이밍의 메시지가 효과적이었다(Ganzach & Karahi,

1995). 반면, 제시된 메시지가 주장하는 것이 수용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경우, 즉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이득 프레이

밍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다(Wright & Weitz,1977; Maheswaran &

Meyers-Levy, 1990; 김광수, 2010; 이승조, 최남도 2011). 이득 프레이밍

의 효과를 두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Petty, Cacioppo, 1986)에서는, 낮은 관여도의 상황은 광고 메시지를 분

석하는 데 인지적 노력을 들여 처리하지 않으므로 단순 추론을 하고, 이

득 프레이밍이 설득하는 내용에 인지적 반박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긍

정적 단서의 역할이 커짐을 설명한다. 또한 손실 프레이밍으로 광고가

부정적 정서를 야기했다면 그러한 정서 반응이 후속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태도 가설(Smith, 1996)로도 설명되었다.

선택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는 상품에 널리 쓰여 온 프레이밍 효과는

과연 상담 서비스를 광고하는 홍보 메시지 구성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올

까. 프레이밍 효과의 개념을 상담에 적용한다면, 상담을 받음으로써 기대

되는 결과와 이득을 강조하는 것은 이득 프레이밍에, 상담을 받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을 강조하는 것은 손실 프레이밍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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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서비스에서도 관여도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segmentation)하면

상담 소비자는 실제 내담자와 잠재적 내담자(Gilchrist & Stringer, 1992;

강혜영,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브랜드 친숙도가 낮고, 태도가 미형성

된 집단은 메시지 프레이밍 조작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김재

휘, 부수현, 2007), 특정 제품에 대하여 태도가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집

단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광고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김주호,

2012). 따라서 상담 서비스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프레이밍 방식을 사용하여 홍보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홍보 전

략이 될 수 있다. 상담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잠재적 내담자들은 관여도가 낮아, 이득 프레이밍의 메시지가 손실 프레

이밍에 비하여 태도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들을 대상으

로 상담 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방식이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시지 프레이밍은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으로 제작하여 두 종류의 메시지가 상담에 대

한 태도변화와 상담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사

의 고취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인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다. 특히 프레이밍의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여 상담 서비스에

관여도가 낮은 잠재적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상담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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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이용 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홍보 메시지의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홍보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하여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개인을 설득하기 위한 변인들

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framing)

방식을 변인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상담 서비스의 홍보 메시지가 프레이밍 되는 방식에 따라,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형성 및 상담 이용 의사

고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 가설 1. 이득 프레이밍의 상담 홍보 메시지가 손실 프레이밍의 상

담 홍보 메시지보다, 상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연구 가설 2-1. 이득 프레이밍의 상담 홍보 메시지가 손실 프레이밍의

상담 홍보 메시지보다, 높은 상담 이용 의도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2-2. 이득 프레이밍의 상담 홍보 메시지가 손실 프레이밍의

상담 홍보 메시지보다, 높은 지불용의가격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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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메시지 프레이밍(framing) 효과

1)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며,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혹은 ‘어디를 말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이슈다. 일례로 Levin 과 Gaeth(1988)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절반에게는 그들이 75%의 살코기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25%의 지방질 고기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같은 고기를 맛본 후에는 시식 전 75%의

살코기라는 설명을 들은 응답자들이 고기에 대해 더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방법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표현방법을 틀(Frame)이라 부르고, 이러한 틀을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느냐에 따라 설득 효과가 달라진다.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대안들이 동일한 예상 결과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기술하는 표현방식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역전되는

현상을 지칭한다(최진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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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 효과는 Kahneman과 Tversky(1979)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이론적 바탕을 둔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사람이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주류 경제학의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배격하며 등장한 행동경제학 이론이다. 기대효용이론은 경제주체가

가지는 합리성을 전제한다. 구체적으로 사람에게는 위험 확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동일한 이득과 손실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응하며,

의사결정 시 주된 관심사는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부(wealth) 또는 소득의 절대적 크기다. 그러나 다수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불확실성 상황에서 기대효용 이론의 전제와 배치되는 사람들의

특이행태가 발견되었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결과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대상이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대안을 최종적

부(wealth)의 상태를 계산하여 선택하기보다, 개인이 가진 준거점과

비교하여 이보다 낮게 지각될 경우 즉시적인 손실 또는 보다 높게

지각될 경우 이익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안의 예상 결과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준거점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전망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메시지가 어떤 구조로 프레이밍 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이익과 손실의 준거점을 달라지게 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Kahneman & Tversky, 1984).

전망이론에 따르면 이익과 손실의 절대적 크기가 같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비대칭적이다. Kahneman 과 Tversky(1984)에 따르면 손실과

이익은 서로 대비되는 형태인 지수와 로그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보다 손실이 보다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는 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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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각에 더 민감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심리

저변에는 손실 기피(loss aversion)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여 이익에

대한 효용보다는 손실에 대한 비효용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얻는 것의 즐거움보다 100만원을 잃었을 때

유발되는 고통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소비자는 동일한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라면 이득을 얻기 위한 선택보다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Levin(1998)은 프레이밍의 종류를 모험 선택 프레이밍, 속성 프레이밍,

목적 프레이밍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모험 선택 프레이밍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두 대안이 모두

동일한 예상 결과를 갖고 있더라도 예상 결과가 기술되는 확신의 정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모험 선택 프레이밍에서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시되는 두 가지의 대안 중 한

가지는 확실한 결과로, 다른 한 가지는 확률이 포함되어 모호한 결과로

표현한다. Kahneman과 Tversky(1979)에 따르면, 이는 확실한 손실의

가치를 불확실한 손실의 가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한편 하나의 대상에 대한 동일한 속성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함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서두에 언급한

Levin 과 Gaeth(1988)의 연구에서, 동일한 소고기의 맛 감정에 있어서

‘살코기’의 비율로 안내된 소고기를 먹은 응답자들이 ‘지방질’의 비율로

안내된 소고기를 먹은 응답자보다 더 좋은 평가를 내렸다.

프레이밍 조작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목적 프레이밍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특정 행위를 채택 혹은

채택하지 않는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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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최진명, 2007). Levin(2002)의 실험에서, 참여자들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섭취하는 붉은색 고기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가

제시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로 프레이밍 된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 이득 프레이밍 메시지는 “만약 당신의 부모가 붉은색 고기 섭취를

줄인다면 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심장병 조기

발병 확률을 낮추게 된다”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는 “만약 당신의

부모가 붉은색 고기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출 수 없다. 이로 인해 심장병 조기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없다.”로

제시된다. 이처럼 목적 프레이밍은 어떤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를 예측하여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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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이밍 효과의 영향 변수

인간의 손실 회피 경향으로 손실 프레이밍의 메시지가 주는 위협이 설

득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론의 초기 기대와는 달리 후속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후 메시지 프레이밍과 관련한 많은 연구

들은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 규명에 집중했다(Ganzach &

Karsahi, 1995). 손실 프레이밍이 보다 효과적이었던 연구의 예로는 자궁

암 검진(조형오, 이건세, 윤수현, 1999), 유방암 자가 진단 설득

(Meyerowitz and Chaiken, 1987), 피부암 검진 및 예방(Block & Keller,

1995), 구강청결제 사용 권장(Homer and Yoon, 1992), 카드 사용율 제고

할 때(Ganzach and Karsahi, 1995) 등이었다.

한편 이득 프레이밍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Levin and

Gaeth, 1988, Cho&Kim, 2000; Kim&Yoon, 2010; Rothman&Salovey,

1997). 동일한 제품으로부터 경험하는 혜택이 경제적인 것보다는 심리적

인 혜택을 강조한 것일 때(최진명, 2007), 신체적 혜택보다는 심리적 혜

택을 강조할 때(전홍식, 김동욱, 2010), 실용적 속성의 의료기관보다 쾌락

족 속성의 의료기관일 때(김예은, 박재진, 2009) 이득 프레이밍이 설득에

더 효과적이었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학점을 높인 학생 비율을 묘

사한 긍정 프레이밍이 학점을 올리지 못한 학생 비율의 부정 프레이밍보

다 호의적인 평가 도출(Gaeth, Levin, Cours and Combs, 1990)하였고,

이득 프레이밍이 손실 프레이밍에 비해 공공재를 구매함으로써 집단 내

의 구성원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협동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Andreoni, 1995). 상품 및 서비스의 속성 상 인지된 위협의 결과

가 비가시적일 때 손실 프레이밍에 덜 민감하며(한국마케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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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위협에 대한 자기 효능감 및 반응 효능감이 높을 서비스일 때에

는 (Prentice-Dunn&Rogers, 1986; Ruiter et al., 2001, Rothman, Bartels,

& Elo, 2004) 이득 프레이밍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하

여 권고 행동의 채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된다. 이처럼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메시지 프레

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상이한 결과를 내는 변인으로 중론이 모아져

온 개념은 관여도(Involvement)이다(Ganzach et al., 1997, Maheswaran

& Meyers-Levy, 1990). 관여도(Involvement)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자

극에 의해 유발되는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혹은 관심도의 수준’을 말한다

(이종민, 2007).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 중 많

은 관심을 받아 온 관여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관여도

가 높을수록 손실 메시지 프레이밍이 효과적이고 관여도가 낮을수록 이

득 메시지 프레이밍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Wright와

Weitz(1977)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피임기구 사용에 있어 피임기구를 당

장 구매하려할 때와 나중에 구매하려할 때로 나누어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관여도가 더 높은 경우인 당장 구매하려할

때에 손실을 강조하는 부정적 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Maheswaran & Meyers-Levy(1990)는 혈액 검사와 관련된 메시

지 프레이밍 설득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관여도가 낮을 경우 긍정

적 구성이 더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호의적인 태도를 이끈다고 나타났다.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상반된 연구 결과들의 논리적 근거는 Petty와

Cacioppo(1986)의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에서 찾을 수 있다. 저관여 상황에서는 설득 메시지 처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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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아 광고모델이나 배경음악, 감정과 같은 주변적

단서에 의해 태도가 형성되기 쉬우므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 단

서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Maheswaran & Meyers-Levy, 1990; 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반면 고관여 상황에서는 메시지 처리에

있어 인지적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메시지의 질과 같은 중심적 단서에

의해 태도 형성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메시지 자체에 대한 주목성

이 높아지는 부정적 단서의 역할이 커지게 되며, 이득 프레이밍의 주장

에 대하여 인지적 반박을 하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태도적 가설

(Smith, 1996)은 광고물에 접촉하고 나서 떠오르는 긍정 또는 부정적 생

각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끼칠 것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아무리 설득

력있는 메시지라도 광고가 부정적 정서반응을 야기했다면, 그러한 반응

이 후속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득 프레이밍의 효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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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마케팅 연구

1)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상담 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즈음부터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담자의 고용불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강혜영, 2011). 서비스 갭(service gap)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상담학계의 선행연구는 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상담 마케팅의 주된 연

구 주제로는 상담의 소비자에 대한 것으로, 상담 서비스 이용 욕구를 가

진 잠재적 내담자가 상담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

지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상담 서비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상담 효과에 대한 기대(장유진, 최보영, 2011), 사회적 지지망

에 대한 조망(Tata & Leong, 1994) 등이 있었으며, 상담의 회피요인으로

는 수치심(이지연, 강지연, 이인숙, 2008), 자기 은폐(Kelly, Achter, 1995)

경향, 낙인(정진철, 양난미, 2010)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보고되었다.

상담 서비스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개입

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상담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거론된다. 상담의 회피요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낙인(Stigma)이다. 상담에 대한 낙인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

한 염려, 둘째는 상담이나 내담자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셋째는 상

담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생각이다(Judge, 1997). 낙인의 결

과 개인은 심리적 고통을 인식한다하더라도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도움



- 16 -

추구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신은혜, 2015). 즉, 상담 서비스의 이용은 잠

재적 내담자들에게 있어 낙인과 자기 노출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편 상담 마케팅 연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

한 선호도나 이용 의사를 측정하는 도구로 척도를 개발 및 번안하는 작

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최성인과 김창대(2010)가 상담이라

는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상담에 대한 신념과 평가척도의 한국판을 타당화하였다.

강혜영(2011)은 상담에서의 마케팅 연구 주제 중 위에서 열거한 소비

자 특성, 상담 마케팅 측정 도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

으로 상담 마케팅 방법에 관한 연구, 즉 홍보 방법과 효과에 대해 살펴

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상담 마케팅 연구의

과제 중 하나로 상담 서비스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 홍보

방식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17 -

2) 상담 마케팅 연구의 종속변수

: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 의사

메시지 프레이밍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메시지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

용여부를 통해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주

제를 다루며 프레이밍 효과를 살펴 본 기존 연구들은 수술 및 치료 결정

여부(Mcneil, et al., 1982), 건강 검진의 선택 유무(Arora, 2000), 유방암

자가 검진 실천의도(Meyerowitz & Chaiken, 1987), AIDS 예방 및 검진

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김준홍, 윤영민, 2010)와 같이 행위 실천 여부

및 의사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했다. 즉, 메시지

의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행위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험연구에서는 행동의 발생 가능

성을 가늠하기 위해 태도와 행동 의사와 같은 변인을 선택하고 있다.

그동안 상담 분야에서 연구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TSPPH)는 서비스

에 잘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

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문수정(2011)은, 도움추구에 관한 연구들은 상담

에 대한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 즉 잠재적 내담

자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개입이 효과적인지, 또는 상담에 대한 태도 변

화의 기제와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 사용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ATSPPH;

Fischer & Turner, 1970)의 태도 개념은 그 하위요인으로 대인개방성,

문제의 필요성 인식 등 개인 내적 요인을 포함하기에 상담 서비스 자체

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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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를 특정 대상을 선호와 비선호로 평가함으로써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성(Eagly & Chaiken, 1993)으로 보는 점에서 기질

이나 성향과 달리 비교적 일시적이고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즉 사람들은 상담 홍보 메시지의 조건에 따라 다른 상담에 대한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어떤 설득적 개입에 따라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상담에

대한 태도를 상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경향성(신예지,

2012)로 재정의한 연구(최성인, 김창대, 2010; 문수정, 2011; 신예지,

2012)들은, 상담에 대한 태도를 변화 가능한 속성으로 보고 소비자의 입

장에서 인식되는 상담 서비스의 마케팅을 위한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한편 상담에 대한 기대와 호감도를 의미하는 ‘상담에 대한 태도’는 소

비자의 실제 구매 의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얼마

나 설득되었는지는 구매 의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행동 의사는 행동의 즉각적이면서도 중

요한 결정 요인으로 자리잡아 왔다(Ajzen & Fishbein, 1980).

Ajzen(1991)은 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결국 행동 의사는 행동을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행동 변화 연구에 있어서 실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즉각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요인으로 행동 의사를 설명한다

(Parcel,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설득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에 대한 태도와 함께 상담 이용 의사를 종속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상담 이용 의사는 구체적으로 상담 이용 의도 목

록 점수와 이용 의사의 변화 정도를 화폐가치로 알아보기 위한 상담 지

불용의가격의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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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각 대학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

해 실험 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였고, 모집공고를 읽고

연구자에게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한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전

상담 경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실험의 참여자는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61명이었으며, ‘과

거 또는 현재 개인 상담 경험이 있는지’의 상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경험 있음’이라고 응답한 1개 사례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상담 홍보 메시지의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 간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

로, 처치 전 관여도 측정에서 상담 고관여군으로 분류된 7개 사례를 추

가 제외한 최종 53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가 끝난 후에

는 실험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가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30명(56.6%), 여자 23명(43.4%)이고, 평균

연령은 24.61세(표준편차 3.26)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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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표본 수 백분율(%)

성별
남 30 56.6

여 23 43.4

학년

1학년 2 3.8

2학년 8 15.1

3학년 14 26.4

4학년 5 9.4

4학년 이상 10 18.9

대학원생 14 26.4

총합 53 100.0

구분 이득 프레이밍 손실 프레이밍 총합

성별
남 15 15 30

여 13 10 23

학년

1학년 0 2 2

2학년 4 4 8

3학년 8 6 14

4학년 3 2 5

4학년 이상 5 5 10

대학원생 8 6 14

총합 28 25 53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자극으로 제시된 상담 홍보문의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이득 프레이밍 집단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

으며 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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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실험자극

(1) 상담 홍보문 제작

대학(원)생 내담자들이 실제 상담 센터에서 경험하는 상담의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신예지(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담 후기를 활용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작된 후기는 대인관계, 정서

조절, 진로의 세 가지 주제로 실제 내담자였던 학생 5인의 인터뷰를 바

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담전공 박사 수료 및 졸업자 4인에게 평정 받았

다. 또한 상담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진 3개 대학 상

담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인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와 이점으로 홍

보되는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후 상담의 이점을 강조한 이득 프레이밍으

로 구성된 상담 홍보문과, 상담을 받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강조한 손

실 프레이밍으로 구성된 상담 홍보문 각각을 제작하였다. 홍보문은 각각

5 페이지로 통일하여 구성되었다. 세부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전문가 평정

제작된 홍보문의 초안은 상담 전공 교수 3인, 박사과정 1인과 프레이

밍 여부, 두 자료의 동질성, 상담의 효과, 가독성을 대상으로 한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다. 상담 홍보메시지가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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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밍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언론정보학 석사수료 1인과 박사

과정 1인의 타당도 검토를 거쳤다.

2) 측정도구

(1) 관여도 척도(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 PII)

본 연구에서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Zeichkowsky(1985)의 관여도 척도(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 PII)

를 사용하였다.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중

요하다-중요하지 않다’, ‘원한다-원하지 않는다’ 등의 반대의미의 단어

쌍과 함께 제시하여 7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총 20개 문항이며

전체 합은 20점에서 14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의 예비실험에

서 도출된 평균 관여도 값은 87점이었다. 분석 대상은 하위 50%를 나누

는 80점 이하의 저관여군으로 선정하였다.

(2) 상담에 대한 태도(Korean version of Beliefs and Evaluations

about Counseling Scale, K-BEACS)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i(2008)가

제작한 Beliefs and Evaluations about Counseling Scale(BEACS)를 최

성인, 김창대(2010)가 번안 및 타당화한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

(K-BEACS)을 사용한다. 이 척도의 문항은 예측문항과 평가문항으로 나

누어져 있다. 예측문항은 심리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 일어날 만한 일들

에 대한 예상, 즉 “그럴 것 같은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으로 응답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0점)’에서 ‘확실히 그럴 것 같다(5점)’의 6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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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평가문항은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개인적 평

가를 묻는 질문으로 응답자는 ‘무척 싫다(-3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0

점)’, ‘무척 좋다(+3)’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총점은 한 쌍의 예측

문항과 평가문항을 곱한 값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이 단위들의 합으로

계산된다. 다만 부록에 첨부된 응답자용 설문지는 사용자 친화성을 고려

하여(최성인, 2017, 5, 31, 개인서신) 예측문항 1~6점, 평가문항 1~7점의

척도 상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K-BEACS의 내적 일치도(Chronbach’s alpha)는 .76이다.

(3) 상담 이용 의사

① 상담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

참여자들의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Cash,

Begley, McCown과 Weise(1975)가 개발한 상담 이용 의도 척도인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ISCI)를, Robertson과

Fitzgerald(1992)가 수정, 박준호(2009)의 연구에 활용된 것을 사용한다.

이 척도는 총 17개의 문제목록(대인관계문제, 진로선택, 학업문제, 우울

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각각의 문제를 겪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상담을 이용할 것 같은지를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있

다. 문항의 총합이 클수록 여러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의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ISCI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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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불용의가격(Willingness To Pay, WTP)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들이는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의 책정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개념을 환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마케팅 연구

에서 측정되어 온 변인이다(심상화, 2009; 한상현, 2008; Dutta, Bererjee

& Husain, 2007). 심리 상담의 이용 금액은 최소 0원부터 20만원을 상회

하는 가격까지 다양한 분포로 존재한다. 더욱이 이용자가 경험하는 효용

이 비가시적이어서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가상적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재화에 대한 내용과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그 내

용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불의사 또는 수용의사를 표명하면, 그 자료를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상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방법으로 잠재적 미래 수요와 비시장재화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장

점이 있다(Hanley, Wright, Adamowicz, 1998). 가상적 가치측정법

(CVM)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은 개방형 질문, 지불카드 질문, 반복입찰

질문, 양분선택형 질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불용의가격의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은 특정 재화의 구매

및 체험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대답하는

형태의 질문이다. 지불용의가격(WTP)의 추정은 개인별 지불용의가격을

합산하여 표본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Freeman Ⅲ; Haab & McConnell, 2002; 허중욱, 2007; 심상화, 2009)

본 연구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 이용 의사의 변화를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불용의가격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심리상담에 1회(50

분)당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의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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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자료
소요시간

(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2

2 사전 측정 사전 설문지 5

3 집단 별 개입
이득 프레이밍

2
손실 프레이밍

4 사후 측정 사후 설문지 6

5 조작 확인 2

6 디브리핑 3

3. 연구 절차

1) 예비 실험

연구 설계의 타당도 및 실시상의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상담 경험이 없

는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2) 본 실험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표 3>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모

든 절차는 실험에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해 연구자 1인의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표 3>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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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안내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본 실험에 앞서 연구자의

정보와 함께 연구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더불어 참여자에

게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2) 사전 측정

상담 홍보문을 제시하기에 앞서 분석 대상 선정 문항으로 인구통계학

적 특성 및 관여도 척도에 응답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실험 참여

자가 가진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 지불용의가격을 묻는 문

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집단 별 개입 : 상담 홍보문 제시

사전 측정을 마친 후 실험 자극으로 상담 홍보문을 5 페이지씩 제시하

였다. 한 집단은 상담을 이용했을 시의 장점이 강조된 이득 프레이밍 홍

보문을 읽고, 다른 한 집단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단점이 강조

된 손실 프레이밍 홍보문을 읽었다.

광고문을 읽은 후 피험자가 내용에 집중하여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읽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읽기 과정 중의 기억나는 내

용과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내도록 안내하였다.



- 27 -

(4) 사후 측정

상담 홍보문을 읽은 후에는, 각 홍보문이 소개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

한 태도와 상담 이용 의도, 지불용의가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5) 조작확인

사후 검사 후 각 집단의 참여자가 읽은 홍보문이 서로 다르게 프레이

밍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고 지

각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과 응답의 성실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6) 디브리핑

조작확인을 위한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고 나서 피험자들은 실험에 대

한 디브리핑을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연구자는

연구 내용 및 실험진행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광고

문을 읽으면서 불쾌감이 유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때의 감정에 대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

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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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상담 홍보문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상담에 대

한 태도, 상담 이용 의도, 지불용의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는 것이다. 먼저 집단별로 프레이밍 조작을 확인하고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두 집단 간 동질한지

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이 실시되었다. 그 다음으로, 상담 홍보

에 대한 프레이밍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단계의 검증이 실시

되었다. 첫째, 사전 점수의 분포를 토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이

득 프레이밍 집단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이 처치 전 동일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두 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상담에 대

한 태도, 상담 이용 의도, 지불용의가격의 사후 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전 점수를 통제하고도 이득 프레이밍 집단

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 간에 종속변인별로 개입의 효과차이가 발생하였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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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프레이밍 방식
이득 집단(n=28) 5.00 0.816

6.004 .000
손실 집단(n=25) 2.84 1.625

Ⅳ. 연구결과

1.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1) 조작 확인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홍보문의 이득 프레이밍 메시지와 손실 프레이

밍 메시지를 읽고 각각을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으로 다르게 지

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후기를 제시한 후 “이 상담 홍보문은 다

음 중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개의 6점 척도

(1점: 상담을 받지 않을 때의 단점, 6점: 상담을 받을 때의 장점 / 1점:

상담 미이용 시의 손실 / 6점: 상담을 이용 시의 이익)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 조작 확인 문항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이득 프레이밍 집단(M=5.00,

SD=0.816)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M=2.84, SD=1.625)간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극인 상담 홍보문의 이득 및 손실 프레이

밍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이득 및 손실 프레이밍 홍보문의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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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득 집단 손실 집단

t
유의확률

(p)M(SD), n=28 M(SD), n=25

성별 1.46(0.50) 1.40(0.50) .463 .645

연령 23.67(3.38) 22.80(3.12) .978 .333

학년 4.17(1.49) 3.88(1.69) .427 .498

월 소득수준 3.64(1.25) 3.24(0.87) 1.365 .178

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상담 홍보 메시지의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 간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홍보문의 프레이밍 방식 이외의 다른 요인

들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 외에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집단별로 인구 통계학적 특징(성별, 연

령, 학년,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두 집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 5> 분석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한편 집단 간 개입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광고문

제시 이전인 사전 검사 점수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득 프레이밍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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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득 집단 손실 집단

t
유의확률

(p)M(SD), n=28 M(SD), n=25

상담에 대한 태도 61.14(41.67) 50.96(37.61) .929 .357

상담 이용 의도 64.00(12.95) 60.80(14.32) .854 .397

지불용의가격(원) 41250(28919) 31000(29047) 1.958 .204

단(M=61.14, SD=41.67)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M=50.96, SD=37.61)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담 이용 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한 상담 이용 의도목록에서 이득 프레이밍 집단(M=64.00, SD=12.95)

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M=60.80, SD=14.32)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상담 이용 의사의 화폐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한 지불용의가격에 있어서도 이득 프레이밍 집단(M=41250,

SD=28919)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M=31000, SD=29047)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전 점수를 토대로 확인해볼 때, 두

집단이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 의도, 지불용의가격에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두 집단이 사전 점수

에 있어 동질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6> 분석집단 간 사전점수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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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상담에 대한

태도

이득(n=28) 61.14 41.67 71.64 44.43 10.5

손실(n=25) 50.96 37.61 41.40 46.63 -9.56

2. 집단 간 사후 점수의 차이 비교

1) 상담에 대한 태도 차이 검증

상담 홍보문을 제시하기 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홍보문

을 제시한 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의 기술 통계는 <표 7>과 같

다.

<표 7> 집단별 상담에 대한 태도 점수의 기술통계

<표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득 프레이밍 집단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의 상담에 대한 태도 사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다고 확인되었기에, 두 집단은 사전 점수에 있어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홍보 메시지를 읽은 이후에 측정한 상담에

대한 태도의 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상담에 대한 태도의 사후 점수 평균은 이득 프레이밍 집

단(M=71.64, SD=44.43)이 손실 프레이밍 집단(M=41.40, SD=46.63)에 비

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득 프레이밍 집단의 사후

점수가 손실 프레이밍 집단의 사후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담에 태한 태도 점수를 높이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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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후

상담에

대한 태도

이득 집단(n=28) 71.64 44.43
2.416 .019

손실 집단(n=25) 41.40 46.63

변수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상담

이용 의도

이득(n=28) 64.00 12.95 66.21 17.32 2.21

손실(n=25) 60.80 14.32 59.20 17.49 -9.56

어, 상담 홍보 메시지의 구성방식으로써 이득 프레이밍 방식이 손실 프

레이밍 방식의 홍보문에 비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표 8> 상담에 대한 태도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2) 상담 이용 의사 차이 검증

(1) 상담 의도 목록(ISCI) 점수 차이 검증

상담 홍보문을 제시하기 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와 상담 홍보문을

제시한 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도의 기술 통계는 <표 9>와 같다.

<표 9> 집단별 상담 이용 의도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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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후

상담

이용 의도

이득 집단(n=28) 66.21 17.32

1.465 .149

손실 집단(n=25) 59.20 17.49

<표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득 프레이밍 집단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의 상담 이용 의도의 사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고 확인되었기에, 두 집단은 사전 점수에 있어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홍보문을 읽은 이후에 측정한 상담 이용 의

도의 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상담 이용 의도의 사후점수 평균은 이득 프레이밍 집단

(M=66.21, SD=17.32)이 손실 프레이밍 집단(M=59.20, SD=17.49)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서로 다른 프

레이밍 방식의 상담 홍보문을 접한 후 집단 별 상담 이용 의도 변화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상담 이용 의도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2) 지불용의가격 차이 검증

상담 홍보문을 제시하기 전에 측정한 상담 지불용의가격과 상담 홍보

문을 제시한 후에 측정한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기술 통계는 <표 11>과

같다.



- 35 -

변수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상담

지불

용의가격

이득

(n=28)
41250 28919.58 48928 43148.26 7678

손실

(n=25)
31000 29047.37 28800 29519.76 -2200

<표 11> 집단별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기술통계

(단위: 원)

<표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득 프레이밍 집단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의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사전 금액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확인되었기에, 두 집단은 사전 지불용의가격에 있어 동질한 집단

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홍보문을 읽은 이후에 측정한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사후 금액을 비교하여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사후 금액 평균은 이득 프

레이밍 집단(M=48928, SD=43148.26)이 손실 프레이밍 집단(M=28800,

SD=29519.76)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12>

와 같이 상담 홍보문을 접한 후 집단 별 상담 지불용의가격 변화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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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p)

사후

상담

지불용의가격

이득(n=28) 48928 43148.26

1.958 .056

손실(n=25) 28800 29519.76

<표 12> 상담 지불용의가격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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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케팅의 측면에서 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담 홍

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방식이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가정하고, 상담 홍보문의 프레이

밍 방식을 각각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으로 구성하여 집단 간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도 차이를 측정하였다.

전망이론과 프레이밍 영향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상담에

대하여 개인적인 관여도가 낮은 잠재적 내담자들의 경우, 광고문을 처리

하는 과정에 인지적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라 가정하고, 손실 프레이밍

보다 이득 프레이밍에 관한 홍보에 의해 설득 효과가 큰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담의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의 홍보문은 상담센터 홈페이지

와 신예지(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생들의 직접 후기를 바탕으로 제

작하였고, 길이 및 작성자 등을 통일하였다.

이득 및 손실로 각각 프레이밍 된 홍보문을 제시하기 전과 후에 상담

에 대한 태도, 상담 이용 의사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분

석에 앞서, 두 집단의 연구 참여자들이 프레이밍 특성 외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 및 사전점수에서 동질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상담 홍보의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이 가지는 설득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홍보문을 읽은 후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이용 의도, 지불용

의가격의 사후 점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에 대한 태도의 사후 점수 비교에 있어서 이득 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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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집단과 손실 프레이밍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상담 홍보문의 이득 프레이밍을 접한 집단이 손실 프레이밍에 관한 홍

보문을 접한 집단보다 상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가설 1>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담 서비스에 대

한 개인적 관여도를 낮게 지각하는 다수의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상담 효

과에 관한 이득 프레이밍 메시지를 접하는 것이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를

접하는 것보다 상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임

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가 지각하는 관여도에 따라 프

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득 프레이밍의 상담 홍보 메시지는 손실 프레이밍의 상담 홍보 메시

지에 비하여 상담 서비스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보

다 효과적으로 상담의 유용성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

에 대한 호의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한편, 손실 프레이밍의 홍보문을 읽은 집단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 점

수의 감소 경향이 발견되었고, 실제 실험의 디브리핑 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손실 프레이밍을 읽을 당시 ‘광고에서 예측하는 결과에 대

한 의심’, ‘안 좋은 결과를 확신함에 대한 반발심이 들었다’는 보고가 있

었다. 이는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를 밝힌 연구들 중 손실 위협이 비가

시적이거나(한국마케팅연구원, 2014) 위협에 대한 효능감이 있을 때

(Rothman, Bartels, & Elo, 2004) 기존의 손실 프레이밍이 주는 위험성

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어 위협적으로 지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상담 홍보문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의 측정지표 중 상담 이용 의사의

변화는 상담이용의도 점수와 지불용의가격 모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 이득 프레이밍을 접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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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점수가 손실 프레이밍을 접한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담 홍보문의 이

득 프레이밍을 접한 집단이 손실 프레이밍을 접한 집단보다 높은 상담

이용 의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상담

홍보 효과가 상담 이용 의사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못했음을 의미

하며, 상담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선행연구(신예지, 2012)와

일치한다.

이득 혹은 손실로 프레이밍 된 홍보문의 구성이 상담 이용 의도의 변

화 차이까지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원인에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상

담이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상담 이용 의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상담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된 심리적 불편감(신연희, 안

현의, 2005)이 본 연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상

담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연구 참여자가 상담

의 필요를 가정하여 판단한 것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지불용의가격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이용 의도 점수의 유의

미한 차이발견이 없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소비자들이 이

용하는 상담 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의 형태로 제공되며 가격의 편차가

있다.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원)생임을 고려할 때

교내 상담센터에의 무료 이용가능성이 암묵적으로 내재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가격을 측정할 때에는

무료 이용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의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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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

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지 못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홍보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관여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담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낮은 관여도를 보이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되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되는 대상은 저관여 잠재적 내담자

에 해당하며, 상담 유경험자나 고관여 군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상

담에 대한 태도 및 의도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을 독립변인으로 두었기에, 실제

상황에서 홍보물에 활용되는 변인들이 통제되었다. 홍보물의 홍보 효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는 홍보매체, 배경음악, 영상 및 사진의

유무, 수용자 반응, 선호도 수, 이득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의 구성

비율 등이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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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 전략 수립 및 상담 마케팅 연구에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유도할 수 있는 상담

홍보 방식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서비스 갭 현상의 해소를 목적으로, 지금까지의 상담학

분야에서의 마케팅 연구는 소비자 측면의 개인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등의 상

담 접근 및 회피 요인은 상담을 홍보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홍보물의

조작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홍보물의 내용을 활용한

방법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추천자 유사성(문수정, 2011)이나 이용자 후

기(신예지, 2012)에 따른 설득 효과를 본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상담의

특성 상 주변 이용자가 상담 경험을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으로 고립된 잠재적 내담자의 경우 정보 공유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영역이었던 상담 홍보 방식(강혜

영, 2010)에 관한 연구로, 태도를 변화 가능한 속성(문수정, 2011; 신예지

2012)으로 보고 이를 호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 입

장에서 활용 가능한 홍보 전략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에 마케팅 관점을 대입하여 상담에 대한 잠재적 내담자들을

소비자로 보고, 일반 마케팅 전략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프레이밍 구성

방식에 따른 상담에 대한 태도 효과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효과연구는 이미 의료영역에서 예방 및 검진활동

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프레이밍 효과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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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성, 서비스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에 상담의 효과가 어떤 프레이밍

방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태도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어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낙인이라는 위험성을 내포

하는 속성을 가진 상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잠재적 내담자를 대상으

로 특정한 메시지 프레이밍 방식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상담 경험이 없는 저관여군으로 상담에 대한

강한 태도를 형성하지 않은 집단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상담에 대한 개인적, 상황적 관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에 이

득 프레이밍으로 상담을 홍보하는 타깃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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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심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학(원)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설문지는 연구 기간이 끝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작성자 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

어 사용됩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연

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지도교수: 김 계 현

연 구 자: 정 진 원

1. 성별 ➀ 남 ➁ 여

2. 연령 (만 세)

3. 학년 ➀ 1학년 ➁ 2학년 ➂ 3학년 ➃ 4학년 ➄ 4학년 이상 ➅ 대학원생

4. 현재 혹은 이전에 교내 상담센터 및 외부 상담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

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담’은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외한 개인

상담만을 의미합니다.)

➀ 경험 있음 ➁ 경험 없음 ➂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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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한 달 소득은 얼마입니까?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한 달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0원 50만원 100만원 이상

6. 최근 한달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전혀 없음 매우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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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의미가 크다 의미가 없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다

가치있다 가치없다

사소하다 중대하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문제가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흥미가 없다 흥미있다

뜻 깊다 뜻 깊지 않다

필수적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지루하다 재미있다

흥분되지 않는다 흥분된다

끌린다 끌리지 않는다

흔하다 특별하다

기본적이다 기본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부록 2. 서비스 관여도 설문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O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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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담에 대한 태도 설문

설문에 답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요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귀하는 이럴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속에 떠

올리며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지 말지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래의 지시문을 잘 읽고 설문에 답하십시오.

지시문

이 설문지의 문항들은 <예측문항>과 <평가문항>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측문항>은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때 발생할만한 일들에 대한 예상, 즉 “그

럴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고 <평가문항>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시

<예측문항 1>.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경우 상담소가 건물 1층에 있을 것 같다.

1)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다

3) 약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4) 약간 그럴 것 같다

5) 거의 그럴 것 같다

6) 확실히 그럴 것 같다

<평가문항 1>. 나는, 상담소가 건물 1층에 있는 것이 _______.

1) 무척 싫다

2) 꽤 싫다

3) 약간 싫은 편이다

4) 싫지도 좋지도 않다

5) 약간 좋은 편이다

6) 꽤 좋다

7) 무척 좋다

이제 다음에 제시된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각 문항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고르십시오. (주의: <예측 문항>은 보기가 6번까지 있고

<평가 문항>은 보기가 7번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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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다

3

약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4

약간 그럴 것

같다

5

거의 그럴 것

같다

6

확실히 그럴

것 같다

1 나의 문제를 이해하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2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3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다 1 2 3 4 5 6

4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5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

신감이 생길 것 같다.
1 2 3 4 5 6

6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것 같다. 1 2 3 4 5 6

7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1 2 3 4 5 6

8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럽고 거북하게 느껴질 것 같다. 1 2 3 4 5 6

9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볼 것 같다. 1 2 3 4 5 6

10 상담사가 나를 조종하려 들 것 같다. 1 2 3 4 5 6

11
내 주변 사람들은 상담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12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문제도 스스로 처리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라고 생각할 것 같다.
1 2 3 4 5 6

13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나의 결정을 지지할 것 같다. 1 2 3 4 5 6

14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나를 좋게 여길 것 같다.
1 2 3 4 5 6

15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해 줄 것 같다. 1 2 3 4 5 6

16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다. 1 2 3 4 5 6

17
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자책하게

될 것 같다
1 2 3 4 5 6

<예측 문항>

다음에 제시된 문항들은, 심리상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을만한 여러 가지 경

우를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여러분이 심리상담을 받는 결과로

다음 각각의 경우를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

호에 O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심리상담을 받으러 간다면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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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1 2 3 4 5 6 7

2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면 1 2 3 4 5 6 7

3 마음이 좀 나아지게 된다면 1 2 3 4 5 6 7

4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면 1 2 3 4 5 6 7

5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면
1 2 3 4 5 6 7

6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면 1 2 3 4 5 6 7

7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1 2 3 4 5 6 7

8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럽고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1 2 3 4 5 6 7

9 상담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본다면 1 2 3 4 5 6 7

10 상담사가 나를 조종하려 든다면 1 2 3 4 5 6 7

11
내 주변 사람들은 상담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면
1 2 3 4 5 6 7

12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문제도 스스로 처리 못하는 나약한 사람

이라고 생각게 된다면
1 2 3 4 5 6 7

13 내 주변 사람들이, 상담을 받겠다는 나의 결정을 지지한다면 1 2 3 4 5 6 7

14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나섰다는 점에서 나를 좋게 여긴다면
1 2 3 4 5 6 7

15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해 준다면 1 2 3 4 5 6 7

16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면 1 2 3 4 5 6 7

17
내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자책

하게 된다면
1 2 3 4 5 6 77

1

무척 싫다

2

꽤 싫다

3

약간 싫은

편이다

4

싫지도

좋지도 않다

5

약간 좋은

편이다

6

꽤 좋다

7

무척 좋다

<평가 문항>

이번엔, 심리상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가 귀하에게 얼마나 긍

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느낌에 해

당하는 번호에 O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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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절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체중조절 1 2 3 4 5 6

2. 과도한 음주 1 2 3 4 5 6

3. 대인관계문제 1 2 3 4 5 6

4. 성문제 1 2 3 4 5 6

5. 우울증 1 2 3 4 5 6

6. 부모님과의 갈등 1 2 3 4 5 6

7. 발표불안 1 2 3 4 5 6

8. 이성문제 1 2 3 4 5 6

9. 진로선택 1 2 3 4 5 6

10. 수면곤란 1 2 3 4 5 6

11. 약물복용문제 1 2 3 4 5 6

12. 열등감 1 2 3 4 5 6

13. 시험불안 1 2 3 4 5 6

14. 교우관계문제 1 2 3 4 5 6

15. 학업문제

(학업태만, 부진)
1 2 3 4 5 6

16. 자기이해증진 1 2 3 4 5 6

17. 외로움 1 2 3 4 5 6

부록 4. 상담 이용 의도

* 다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심리치료)을 받으러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목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상담을

받으러 올 것 같습니까?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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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상담 지불용의가격

* 심리상담에 1회(50분)당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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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이득 프레이밍 홍보 메시지

< 1 페이지 >

<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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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페이지 >

< 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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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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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손실 프레이밍 홍보 메시지

< 1 페이지 >

< 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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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페이지 >

< 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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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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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조작 확인 및 응답의 성실도 문항

* 이 상담 홍보문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상담을 받지 않을 때의 단점 상담을 받을 때의 장점

* 이 상담 홍보문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상담 미이용 시의 손해 상담 이용 시의 이익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위에서 이번 실험 참여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O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시문을 잘 읽고 지시문에서 
요구하는 바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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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raming of

counseling advertising message

on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and usage intention

Jeong, Jinwo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raming on

one’s attitude toward counseling and intention to use counseling

according to composition method of advertising message to promote

counseling service.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message is to

manipulate the framing based on Prospect Theory that has been

studied as a subject of long-standing interest in the advertising

marketing field. The gain framing emphasizes the gain result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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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ounseling and the loss framing emphasizes the loss when

someone who experience mental trouble do not using counseling.

61 university and graduate students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53 participants who were

classified as low involvement in counseling services.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framing method

of the counseling advertising message. The participants who read the

gain framing message were 28, and those who read the loss framing

message were 25.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First,

independent sample t test was performed to identify if there w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before they received

the treatment by measuring pre-scores of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the intention to use counseling, and demographic

variables. Seco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nd intention to use

counseling were measured after the treat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lso analyzed using independent sample t test.

As stated the first hypothesis,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changed attitude on counseling service between the

group that read gain framing of using counseling and the group that

received loss framing regarding disadvantages of no using counseling

service. However,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post test’s intention

of using counseling service and willingness to pay was revealed

between the gain framing group and loss framing group. This result

suggests that psychological discomfort is a significant variab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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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intention to use counseling, whereas participants in this

study do not need counseling.

In conclusion, gain framing messages about the benefit of using

counseling service has a positive effect on promotion of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service. This study has meaningful implication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strategy for

promoting the usefulness of counseling, especially for the potential

client with low involvement in counseling service.

Key words : counseling marketing, message framing effect,

attitude toward counseling, intention of using

counseling service

Student Number : 2015-2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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