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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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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강민중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Daniel Kahneman 교수와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의 동료였던 Amos Tversky 교수의 예상이론(prospect theory)를 

근간으로 하여 프레이밍(framing)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특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은 마케팅에서 소비자 또는 광고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사뭇 상반된 보고를 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프레이밍 효과를 관여도, 감정, 광고 형태 등 다양한 변인들을 

선정하여 그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다소 다른 연구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감정의 종류라든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프레이밍의 

수준에 따라서 감정과 프레이밍 형태 간에 일치하는 현상이 보고 되기도 

하고, 때론 모순된 결과가 보고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효과에 또 다른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 수용자의 기존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브랜드 친숙도라는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하여 세 가진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실증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복감이라는 긍정적 감정일 때,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에서는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이 긍정적인 프레이밍 유형보다 광고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둘째, 공포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일 때,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에서는 



위와 반대로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이 부정적인 프레이밍 유형보다 광고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친숙한 브랜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나의 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에 

그쳤으나, 본 연구는 하나의 추가적인 변인을 선정하여 세 변인의 관계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감정과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은 기존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이미 널리 알려진 친숙한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주의 

메시지 전략 특히,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과 결과를 

제시하였음에 본 연구의 중요성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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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 인간은 매일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는다. 메시지는 대화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시각적인 미디어, 청각적인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일 대 

일로, 일 대 다수 등으로 수없이 전달되고 있다. 특히나 21세기에 들어오며 

IT 산업과 인프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디어를 전달하는 매체의 수, 

매체 전달의 속도, 전달 가능한 메시지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메시지를 원하는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이동 중에 메일을 보내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이동 중에도 메일이나 동영상 등의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특정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다수에게도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지의 전달속도, 메시지의 전달 가능한 양, 전달의 적시성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메시지를 받아서 

해석함에 있어 얼마나 설득력을 얻고,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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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들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나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전하는 수많은 광고 및 홍보 메시지에 노출되면서, 

메시지에 대한 집중력과 판단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수많은 기업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각기 다른 제품 컨셉과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하여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광고나 홍보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력과 전달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기업의 다이렉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로 전화 마케팅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소비자들은 이러한 

전화 마케팅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인식 

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어 넣어, 실제로 구매 행동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기업은 단순히 메시지 전달의 

속도나 전달하는 메시지의 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해석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바라던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광고 메시지 효과에 대한 연구들 중 대부분이 메시지 유형을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조용선, 이명천, 황장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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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고를 구성하는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메시지 프레이밍이란, 동일한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다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조형오, 이건세, 윤수현, 1999). 같은 내용을 전달하려는 광고 

메시지라도 그 표현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현 방식에 따라 광고 

수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프레이밍은 

광고에서 수용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받아들여 얻게 되는 이익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 프레이밍은 광고 

메시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반될 수 있는 손실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 조작 방식을 의미한다(김재휘, 신진석 2004).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는 Kahneman과 Tversky를 필두로 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Kahneman과 

Tversky(1979)는 예상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하여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하는데, 예상이론은 체계적인 정보처리(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와 자기발견적 정보처리(heuristic information 

processing) 중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이득이 예상될 경우에는 

위험회피(risk-avoidance)적 선택을 하고, 확실한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위험감수(risk-taking)의 자기 발견적 정보 처리를 한다는 이론이다(부경희, 

2001). 긍정적 프레이밍에서 지각되는 이익과 부정적 프레이밍에서 

지각되는 손실의 절대값이 같은 크기더라도, 손실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 

보다 수용자에게 주관적으로 더 크게 지각되기 때문이다(김재휘, 박유진, 

2000). 이러한 예상이론에 근거하여 Kahneman과 Tversky는 사람들이 

긍정적 프레이밍 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프레이밍 즉, 손실에 초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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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필두로 하여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변수들의 조절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조절변수로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이 광고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광고 수용자의 감정에 따른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사뭇 

다른 결과들을 보고 하고 있다. Schaller & Cialdini(1990)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인 광고 수용자는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을 부정적 프레이밍 

형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의 광고 

수용자들은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고한다. 

이런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한 Isen과 동료들(Isen & Patrick, 

1983;Arkes, Herren & Isen,1998;Kahn& Isen,1993)은 긍정적 감정 

상태인 광고 수용자들은 위험 수준이 큰 상황에서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한다고 보고한다. 

위와 같이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조절 변수를 선정하는지, 

어떠한 메시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따라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사뭇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의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영향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정이 프레이밍 효과에 주는 영향에 대한 

보고가 차이가 나는지를 좀 더 연구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변수가 감정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하나의 매개 변수가 프레이밍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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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매개 변수와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효과에 

또 다른 조절변수를 활용하여 세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했기에,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소비자들의 기존의 감정상태가 광고나 브랜드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이 변수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e.g., Anand and Sternthal 1992; Levin and Chapman 1983; Soldow and 

Principe 1981; Wright 1981).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정상태가 광고 

메시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그 구성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감정상태와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이 

나오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변수가 이 상호작용효과에 

조절변수로서 또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인 행복감과 부정적 감정인 공포감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는 프레이밍 (이하 긍정적 프레이밍)’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프레이밍 (이하 부정적 

프레이밍)’의 두 형태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과 광고 수용자의 기존의 

감정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광고를 

접했을 순간의 광고 수용자의 감정에 따라서 광고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인지심리학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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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부터, 오랫동안 주요 연구 영역이던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서 

벗어나 개인의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이학식, 전용석, 2005). 이 분야의 연구 중 대표적으로 

감정(affect/emotion)과 관련된 연구와 기분(mood)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기분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기분에 따라 개인의 정보처리(Isen,1984; Mackie 

& Worth, 1989; Schwarz, 1990; Schwarz & Clore, 1983)와 

기억성과(Bower et al., 1981; Bower & Cohen, 1982; Forgas & Bower, 

1987; Isen, 1989; Isen et al., 1978)는 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는 광고 수용자의 기분이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와 어떻게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고주들은 특정 

시점에서 수용자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을 때에 어떠한 형태의 메시지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여 메시지의 설득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감정과 프레이밍 형태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변수가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수로 브랜드 친숙도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브랜드 친숙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광고 수용자의 태도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윤승욱, 우소영, 2005). 반대로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미 브랜드에 대해 사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에 대한 설득효과를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 크게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브랜드 친숙도라는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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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감정이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 이 변수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거나 또는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를 광고함에 있어 메시지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함에 있어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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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배경 및 목적을 토대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는 

이론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도출한 후 이를 실증 

연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구성을 소개하고 있다. 

 제 2장은 기존 문헌 연구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제 1절인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이론 연구에서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정의와 관련된 제 

이론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광고 수용자의 감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제 2절에서는 

브랜드 친숙도의 개념과 브랜드 친숙도가 광고 수용자의 광고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실증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제 3장은 연구 모형 설계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 가설들을 소개한다. 

 제 4장은 실증 연구로서, 제 1절에서는 연구 설계를 제시하고,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개념들을 측정하고 조작을 진행할 것인지 설명하였다. 

제 2절에서는 측정 항목들에 대한 평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제 

3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여, 연구 목표대로 조작이 잘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가설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택되었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의 요약과 함께 함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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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연구 

 

제 1 절 메시지 프레이밍 

 

1. 메시지 프레이밍의 정의 

 

 프레이밍(framing)이란 일반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 

메시지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고 두드러지게 만들어 일차적으로 수용자의 

생각의 범위를 규정짓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 

프레이밍은 수용자가 메시지를 구성하면서 의미 전달에 차이를 생성하게 

하고, 그 결과 수용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비롯하여 인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김광수, 1998).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도 긍정적으로 프레이밍이 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프레이밍이 

되는지에 따라 메시지의 설득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프레이밍 메시지는 메시지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혜택이나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형식이고, 부정적 

프레이밍 메시지는 메시지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따를 수 있는 

손해와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형태라고 정의 된다(Kahneman, Tversky, 

1979). 예를 들면, 고기의 품질에 관해 제시된 메시지로서 "이 고기는 

75%의 살코기로 구성되어 품질이 좋습니다"처럼 소비자의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이 고기는 지방이 25%밖에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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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품질이 좋습니다"처럼 소비자의 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라고 한다(권익현, 2007). 이처럼 동일한 광고 

메시지라도 표현된 메시지에 따른 효과 차이를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고 한다(김광수, 1998).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공익 

캠페인 분야에서는 주로 금연이나 알코올 및 약물중독, 예방의학 등 주로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재휘 

2000). 최근에는 상업광고에서도 프레이밍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주요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1) 예상이론(Prospect Theory) 

 

 예상이론에서는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에 따라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익과 손실의 준거점(referencepoint)이 달라지는데,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 얻게 될 혜택을 강조하는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서는 

위험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얻게 될 손실을 강조하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서는 위험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조형오, 이건세, 윤수현, 1999). 여기서 위험회피란 동등 이상의 

기대치를 택하는 대신 확실한 결과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 모색은 

확실한 결과보다는 동등 이하의 경우를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김광수, 

1998). Kaheneman과 Tversky(1983)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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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에게 전염병이 발생하여 600명이 사망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A안을 선택할 경우에 200명이 살 수 

있다.”와“B안을 선택할 경우에 600명이 살 수 있는 확률은 33%이고, 

아무도 살지 못할 확률이 66%이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긍정적 

메시지로 표현한 두 가지 프레이밍 중 피험자의 72%가 A안을 선택하였고 

피험자의 28%만이 B안을 선택하였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메시지를 

사용하여 표현한 손실의 영역에서는 “C안을 선택할 경우 400명이 

사망한다.”와 “D안을 선택할 경우 아무도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33%이고, 

모두 사망할 확률이 66%이다.”로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이때에는 피험자의 

22%만이 C안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78%가 D안을 선택하였다. 긍정적 

프레이밍의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A안을 

선택하게 되고, 부정적 프레이밍의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어 D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이론은 동등한 값을 가지더라도 손실 영역의 값이 이익에 비해 

보다 큰 주관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Kahneman, Tversky, 1983). 

하지만 예상이론은 손실 영역의 값이 이익에 비해 왜 더 큰 주관적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광수, 1998). 

 

 (2) 부정편향성가설(Negative Bias Hypothesis) 

 

 부정편향성가설은 예상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Anderson& Hubert(1963)의 연구에서 제시된 부정편향성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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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대한 인상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단서와 부정적인 단서가 동시에 

제공된다면 부정적인 단서가 인상 평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조형오, 김병희, 1999; 조형오, 이건세, 윤수현, 1999). 부정적인 

단서가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이 높게 인식 되기 때문에 메시지 처리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단서가 긍정적인 단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 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 단서가 사람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며,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낮아질수록 긍정적인 단서에 의해 태도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한다(Maheswaran, Meyers-Levy, 1990).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예로 Bolck과 Keller(1995)의 피부암 검진과 피부암 예방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분석 연구를 들 수 있다. 메시지가 피부암 검진이라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에는 관여도가 높아져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피부암 예방이라는 낮은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에는 관여도가 낮아지고 긍정적,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효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조형오, 김병희, 1999). 

 

 (3) 예상일치가설(Expectancy-Consistency Hypothesis) 

  

 Smith & Petty(1996)는 앞서 언급한 부정편향성가설에 대해 부정편향성이 

발생한 이유는 긍정적 정보가 피험자가 기대한 상황으로 조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메시지 수용자가 긍정적 정보를 기대하면 부정적 

정보가 관여도를 높이고 태도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수용자가 부정적 정보를 기대하면 긍정적 정보가 관여도를 높이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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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면 이러한 정보가 사람들의 관여도를 

높여주고,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조형오, 김병희, 1999). 

 

 

2. 감정에 의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최근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긍정적,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의 

상대적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개 변인들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매개 변인들 중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는 관여도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선택했던 관여도라는 변수가 아닌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 

상태를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 변인으로 선정하고 이 둘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려 한다. 

메시지 수신자의 기존의 감정 상태와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Punam Anand Keller, Isaac M. Lipkus, Barbara K. Rimer의 

연구(2003)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 (Happy)일 때 또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 

(Sad)일 때, 메시지 프레이밍의 형태 (긍정적 프레이밍과 부정적 

프레이밍)에 따라서 메시지의 설득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론적 배경과 두 번의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무드가 긍정적 프레이밍 또는 부정적 프레이밍 

의 프레이밍 형태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에 대한 제 이론적 배경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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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기분유지이론(mood-maintenance/mood-repair 

theory)에서는, 긍정적인 무드인 사람은 자신의 무드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무드인 사람은 긍정적인 무드가 되려는 욕구가 있어서 

현재의 무드를 고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Schaller, Cialdini 

1990). 그러므로 긍정적인 무드의 사람이든 부정적인 무드의 사람이든 모두 

긍정적 프레이밍을 부정적 프레이밍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 있다고 

고려한다는 것이다. 

기분유지이론과 비슷하게 쾌락유관이론(hedonic contingency theory)도 

긍정적인 무드인 사람은 긍정적 프레이밍을 받아들이려고 동기화되고, 

부정적 프레이밍을 피하게 된다고 한다(Wegner & Petty 1994). 앞선 

기분유지이론과 달리 쾌락유관이론에서는 긍정적인 무드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무드를 가진 사람이나 보통의 무드를 가진 사람 (Neutral 

Moods)보다 무드의 변화와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예민하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부정적인 무드인 사람은 이미 부정적인 무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자신의 기분을 망칠 것에 덜 예민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무드를 가진 사람이 긍정적 프레이밍을 부정적 프레이밍에 비해 

선호하는 반면, 이러한 프레임 효과가 부정적인 무드를 가진 사람에서는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다(Wegener & Petty, 1994). 

그러나 쾌락유관이론에 대한 비판의 주장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Wegner와 Petty의 실험에서 부정적 프레이밍이 보여주는 손실(loss)이 

피험자들에게 그렇게 중대한 손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일, 손실 목숨에 

관련된 것이나 치료 불가능한 병 등 중대한 손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Isen과 동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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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993)를 통해서 주장된 이론을 근거로 실험을 수행한다. Isen과 

동료들(1993)은 부정적 프레이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치명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무드인 

사람들이 부정적 프레이밍을 보고서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무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앞선 두 이론과 달리 부정적 프레이밍을 긍정적 

프레이밍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저자들은 이 이론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 프레이밍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운다. 또한 저자들은 부정적인 무드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분유지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무드를 고쳐서(Repair) 긍정적인 무드가 되려는 동기가 

있거나 또는 더 부정적인 되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프레이밍보다는 긍정적 프레이밍을 더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가설을 세운다. 

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실험을 실행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인생에서 행복한 경험 또는 슬픈 경험을 에세이로 적게 하여 

감정을 조작하고, 유방암 검진을 홍보하는 책자를 읽게 한다. 두 번째 

실험은 감정을 조작화 하지 않고, CES-D라는 스케일을 통해서 자기 보고를 

하게 한다. 종속변수로는 설득력, 유방암 검진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지각된 

통제감과 지각된 비용, 유방암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두려움의 총 다섯 

가지로 분석을 실행한다. 결론적으로는 연구자들의 예상대로 긍정적인 

무드인 사람들은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보여주는 

부정적 프레이밍을 긍정적 프레이밍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보고하였고, 

반대로 부정적인 무드인 사람들은 유방암 검진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보여주는 긍정적 프레이밍을 더 설득력 있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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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브랜드 친숙도(Brand Familiarity) 

 

1. 브랜드 친숙도의 정의 

 

 Zinkhan과 Muderrisoglu는 브랜드 친숙도를 ‘한 개인이 어떤 한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라고 정의했고, 이는 소비자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개념이다(이상빈, 김성희 1994).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다소 상이한 정의를 통해 브랜드 친숙도를 설명하고 연구에 

활용해 왔다. 브랜드 친숙도의 개념에 대하여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태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며 브랜드 

친숙도와 제품 친숙도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주형준 2007). 

Campbell& Keller(2003)는 소비자의 지식구조를 강조하면서 브랜드 

친숙도는 소비자의 지식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브랜드 

연상이라고 하였다. Tellis(1997)는 브랜드 친숙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광고 

반복 회수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모든 광고에 

주의를 두지 않고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데,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광고에 대해서는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광고보다 노출횟수가 적더라도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상품의 광고에 대해서 사전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더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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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친숙도가 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Fazio와 Zanna(1981)는 친숙한 브랜드의 경우, 그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소비자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가가 브랜드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브랜드에 대해 친숙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 

이미 태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Machleit와 Wilson(1988)은 

소비자가 처음 보는 비친숙 브랜드의 광고에 노출된 경우, 광고 자체가 

브랜드태도를 형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태도가 브랜드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윤승욱, 우소영, 2005). 

 이처럼 브랜드 친숙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가 브랜드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광고 

메시지가 광고하는 브랜드와 제품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광고 수용자가 이미 

사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메시지가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주기에는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서 그 가능성이 

작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의 광고에 노출된 경우보다 비친숙한 

브랜드의 광고에 노출된 경우에 광고태도는 하나의 정보로서 브랜드 태도의 

형성 과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승욱, 우소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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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 

 

본 논문은 광고 수용자의 행복감이라는 긍정적 감정 또는 공포감이라는 

부정적 감정과 프레이밍 유형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다. 행복감과 

공포감은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감정을 조작한다. 메시지 프레이밍은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긍정적 프레이밍’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 프레이밍’의 두 

형태로 나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친숙도를 추가하여, 친숙한 브랜드일 

경우와 친숙하지 않을 브랜드일 경우에서 기존 감정과 프레이밍 유형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친숙한 브랜드로는 

AIA 생명보험을 선정하였고, 비친숙한 브랜드로는 스위스 보험사인 Zurich 

생명보험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존 문헌 및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개념적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광고 수용자의 

기존감정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브랜드 친숙도 

광고 메시지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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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설정 

 

 앞의 이론 연구에서 보았듯이, 긍정적인 무드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상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의 광고를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의 광고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반대로 부정적인 무드인 

경우에는 기분유지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무드를 고쳐서(Repair) 

긍정적인 무드가 되려는 동기가 있거나 또는 더 부정적인 되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프레이밍보다는 긍정적 프레이밍을 더 

설득력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연구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친숙도라는 변수를 추가한다.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대로 비친숙 브랜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정보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이 친숙 브랜드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브랜드 친숙성이 낮은 경우에 광고 수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가 형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 상태가 수용자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광고 수용자가 행복감이라는 긍정적 감정을 느낄 

경우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잃지 않으려는 동기가 긍정적인 것을 더 얻으려는 

동기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을 더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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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행복감을 느끼고 있던 광고 수용자는 비친숙한 브랜드의 경우,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를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반대로 광고 수용자가 공포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느낄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고 더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되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을 더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 공포감을 느끼고 있던 광고 수용자는 비친숙한 브랜드의 경우,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를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앞선 가설들과는 반대로 친숙한 브랜드의 광고를 볼 때에는 이미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상태가 광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친숙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더라도 메시지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3> 친숙한 브랜드의 경우,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 상태와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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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연구 

 

제 1 절 연구 설계 및 자료의 수집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광고 수용자의 행복감이라는 긍정적 감정 또는 공포감이라는 

부정적 감정과 프레이밍 유형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에 브랜드 

친숙도가 이러한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행복감 vs. 공포감) x 2(긍정적 프레이밍 vs. 부정적 프레이밍) x 2(친숙 

브랜드 vs. 비친숙 브랜드)의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행복감과 공포감 조작은 특정 영화의 스토리를 요약하여 사진과 함께 

제시한 후, 선행 연구(Punam Anand Keller, Isaac M. Lipkus, Barbara K. 

Rimer 2003)와 같이 자신의 행복한 경험 또는 공포감을 느낀 경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적도록 한다. 

프레이밍 유형은 생명 보험 제품에 대하여 긍정적 프레이밍은 생명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초점을 둔 유형의 광고를 사용하고, 부정적 

프레이밍은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손실에 초점을 둔 

유형의 광고를 사용한다. 

브랜드 친숙도에 대하여서는 친숙한 브랜드로 AIA 생명보험의 광고를,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로 Zurich 생명보험의 광고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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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연구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행복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친숙한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생명보험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연구를 실시 하였다. 사전 연구는 총 28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우선 행복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한 영화를 선정하기 위해 영화 

리스트를 선정하였다. 행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영화로 ‘나홀로 집에’, 

‘가을의 전설’, ‘집으로’, ‘노팅힐’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영화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17명의 설문 참가자(약 60.7%)가 

영화 ‘나홀로 집에’를 선택하였다. 더불어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영화로 

‘엑소시스트’, ‘사탄의 인형’, ‘폰’, ‘여고괴담’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고, 가장 

공포감을 느꼈던 영화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13명의 설문 참가자(약 

46.4%)가 영화 ‘엑소시스트를’ 가장 공포감을 느꼈던 영화로 선택하였다. 

또한 친숙한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생명 보험 브랜드 선정을 위하여 널리 

알려진 생명 보험 브랜드인 AIA 생명 보험과 스위스 기업인 Zurich 

생명보험을 선정하였고, “얼마나 이 브랜드와 친숙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친숙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AIA 생명 보험의 브랜드 

친숙도(표본 평균=5.96)이 Zurich 생명 보험의 브랜드 친숙도(표본 

평균=1.15)보다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00)으로 

보고 되었다. 그리하여 친숙한 생명 보험 브랜드로 AIA를,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로 Zurich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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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유발 

 

 실험 참가자들에게 행복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영화 스토리를 읽게 

하고, 관련된 경험의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다. 사전 연구를 토대로 하여, 

행복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영화 ‘나홀로 집에’에서 주인공들이 해피 엔딩을 

맞이 하는 부분의 스토리를 사진을 첨부하여 읽게 하고,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여섯 줄 이상의 에세이로 적도록 했다. 

공포감의 경우에는 영화 ‘엑소시스트’의 공포스러운 스토리를 관련된 사진과 

제시하고,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을 에세이로 여섯 

줄 이상 적도록 한다. 

 이어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설문 참가자의 감정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감정상태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다. 질문지는 총 

열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ock & Keller의 

연구(1995)에 활용된 문항들을 활용 하였다. 여기에는 “당신은 지금 

추위를 느낍니까?” 등의 감정상태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당신은 

공포심을 느낍니까?”, “당신은 현재 행복합니까?”등의 감정상태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은 7 point scale로 1은 ‘아주 그렇지 

않음’이고 7은 ‘아주 그러함’이다. 아래는 설문지에 활용된 영화에 대한 

사진들과 총 네 가지의 각각의 공포감과 행복감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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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포감 및 행복감 감정 유발 이미지 

 

공포감 측정 행복감 측정 

당신은 현재 긴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 불안합니까? 

당신은 현재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 두렵습니까? 

당신은 현재 행복합니까? 

당신은 현재 평화롭습니까? 

당신은 현재 편안함을 느낍니까? 

당신은 현재 즐겁습니까? 

 

<표 4-1> 공포감 및 행복감 측정 문항 

 

4. 광고 메시지의 프레이밍 유형 조작 

 

프레이밍 유형은 생명 보험 제품에 대하여 긍정적 프레이밍은 생명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초점을 둔 유형의 지면 광고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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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프레이밍은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손실에 초점을 

둔 유형의 지면 광고를 사용한다. 프레이밍 유형을 참가자들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Punam Anand Keller, 

Isaac M. Lipkus, Barbara K. Rimer, 2003)와 같이 “광고 메시지가 

생명보험 가입의 이익을 강조하였는지 또는 가입 하지 않을 때의 손실을 

강조하였는지 평가해주세요”라는 문항을 통해 프레이밍 유형 조작이 올바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였다. 1점은 손실만 강조, 7점은 이익만 강조이다. 

다음은 광고에 사용된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점에 

초점을 둔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의 메시지 구성과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단점에 초점을 둔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의 메시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메시지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항상 고민이 많을 것 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것 입니다. 

만일 당신이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정적, 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떠났을 때, 가족들의 슬픈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표 4-2>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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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메시지 

생명 보험에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면, 경제적인 

위험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일상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없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떠나더라도,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표 4-3>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 메시지 

 

 

5. 브랜드 친숙도 변수의 조작 

 

 생명 보험 서비스 중 친숙한 브랜드로 AIA 생명 보험의 브랜드 로고를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하고,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로 Zurich 생명 보험의 

로고를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한다. 또한 광고 중간중간에 AIA 생명보험은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Zurich 생명보험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시킨다. 브랜드 친숙도 측정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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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친숙도 측정 척도(Machleit, Allen, Madden 1993)를 활용한다. 

다음은 지면 광고에 활용한 AIA 생명 보험과 Zurich 생명 보험의 로고, 

그리고 브랜드 친숙도를 측정한 문항들이다. 

 

                 

 

       <그림 4-2> AIA 로고              <그림 4-3> Zurich 로고 

 

 

브랜드 친숙도 평가 문항 

OO 상표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OO 상표를 들어 본적이 많다. 

OO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OO 상표를 잘 알고 있다. 

 

<표 4-4> 브랜드 친숙도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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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고 메시지 설득력 평가 

 

 광고 메시지의 설득력은 다음의 항목들은 Punam Anand Keller, Isaac M. 

Lipkus, Barbara K. Rimer의 연구(2003)에서 사용된 항목들과 최호규의 

연구(1995)의 활용된 문항들을 활용하여 총 8 가지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은 아래와 같다.  

 

광고 메시지 설득력 평가 문항 

OO 생명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OO 생명 보험은 유용하다. 

광고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 

광고 메시지가 믿을 만하다. 

OO 생명 보험은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OO 생명 보험에 호감이 간다. 

OO 생명 보험은 믿을 만하다. 

OO 생명 보험 가입에 관해 문의를 해볼 것이다. 

 

<표 4-5> 광고 메시지 설득력 평가 문항 

 

7. 인구 통계학적 측정 변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관련된 총 네 가지 질문이 설문지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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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1) 성별 

 2) 직업 

 3) 연령 

 4) 월평균 소득 

 

  

8. 설문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는 2(행복감 vs. 공포감) x 2(긍정적 프레이밍 vs. 부정적 

프레이밍) x 2(친숙 브랜드 vs. 비친숙 브랜드)의 실험설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총 8개의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설문지 유형을 각 집단의 설계에 

맞게 여덟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집단에 참여한 참가자 수는 23명씩이고, 

총 184명이 이번 설문에 참여 하였다. 설문은 서강대학교, 성신여대, 

카톨릭대학교 등 대학교와 대학교 주변의 거리에서 무작위로 선발 되었다. 

설문지는 총 여섯 장으로 구성 되었고, 첫 장은 설문의 취지와 설문자의 

정보에 대해 공지하였다. 설문지의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은 감정 조작을 

위해 영화에 관련된 그림과 영화의 줄거리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감정에 관해 공포감 또는 행복감을 느꼈던 경험에 대한 

에세이를 최소 여섯 줄 이상 적도록 하였다. 네 번째 장에는 감정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열 다섯 개의 



30 

 

문항이 제시 되었다. 이 안에는 공포감 또는 행복감과 관계없는 질문들도 

포함 되어있다. 공포감 및 행복감 관련 문항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기 네 

개씩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장과 마지막 여섯 번째 장에서는 지면광고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광고 설득력과 브랜드 친숙도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올바르게 조작 

되었는지 질문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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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항목의 평가 

 

 

1. 타당도 분석 

 

 타당도는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값이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과 관측값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개념이다(이군희, 2001). 하나의 잠재 변수가 여러 개의 측정변수 속에서 

약간씩 섞여 나타나므로, 여러 개의 측정 변수 속에 있는 공통 부분을 

추출하면 그것이 하나의 잠재변수로 정의된다. 

 각 변수의 측정 항목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아이겐 값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조건을 

설정했으며, 회전 방식은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했다. 

공포감 측정 문항은 역으로 리코딩하였으며, 감정 측정에 대한 8 가지 

질문들과 브랜드 친숙도 평가 네 문항들에 대한 타당도 검정을 SPSS를 

통해 요인 분석을 하여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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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위와 같이 모든 요인 적재량이 0.822 ~ 0.990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측정과 브랜드 친숙도의 두 요인으로 설명된 

누적 분산은 82.216%이다.  

종속변수인 광고 메시지 설득력 문항에 관한 요인 분석 결과, 각 항목들의 

요인 적재량은 아래와 같이 0.635 ~ 0.868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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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설득력1 .846 

설득력2 .713 

설득력3 .700 

설득력4 .635 

설득력5 .843 

설득력6 .868 

설득력7 .800 

설득력8 .758 

 

<표 4-7> 

 

 

2.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유사한 조건 아래서 같은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반복된 자료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나타내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이군희, 

2001). 다항목으로 측정된 변수는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해당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관련하여 신뢰도 평가를 해야 한다(Churchil, 1979).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하였다.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신뢰도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SPSS 분석 결과 역시도 신뢰도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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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항목수 Cronbach’s alpha 

감정 상태 

브랜드 친숙도 

광고 메시지 설득력 

8 

4 

8 

0.948 

0.994 

0.904 

 

<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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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1. 감정 조작의 검정 

 

본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행복감과 공포감을 조작하기 위하여 관련된 

영화의 그림과 줄거리를 보여주고, 행복감을 또는 공포감을 느낀 경험을 

적도록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의 감정 상태에 관한 문항들을 통해 올바르게 

감정이 조작 되었는지 검증 하였다. 

우선 행복감을 느끼도록 조작된 집단은 공포감을 느끼도록 조작된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구분 행복감 평균 평균의 차이 유의 수준 

행복감집단 5.389 
2.453 P<0.01 

공포감집단 2.934 

 

<표 4-9> 

 

 

또한 공포감을 느끼도록 조작된 집단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조작된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 공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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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포감 평균 평균의 차이 유의 수준 

공포감집단 4.753 
2.796 P<0.01 

행복감집단 1.957 

 

<표 4-10>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 대한 감정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고할 수 있다. 

 

2. 브랜드 친숙도 조작 검정 

 

 또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친숙도를 조작하기 위하여 친숙한 생명 보험 

브랜드로서 AIA 생명 보험의 브랜드를, 비친숙한 브랜드로서 Zurich 생명 

보험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실제로 검정 결과 AIA 브랜드 광고를 본 

집단은 Zurich 생명 보험 브랜드의 광고를 본 집단에 비해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p=0.000). 

구분 
브랜드 친숙도 

평균 
평균의 차이 유의 수준 

AIA 집단 6.5 
5.4 P=0.000 

Zurich 집단 1.10 

 

<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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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이밍 유형 조작 검정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을 설문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긍정적 프레이밍의 경우에는 생명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이익과 장점에 초점을 두어 메시지를 프레이밍 하였다. 반대로 

부정적 프레이밍의 경우에는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단점에 초점을 두어 메시지를 프레이밍 하였다. 또한 이러한 

프레이밍 조작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광고 메시지가 생명보험 

가입의 이익을 강조하였는지 또는 가입 하지 않을 때의 손실을 강조하였는지 

설문 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프레이밍 메시지를 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프레이밍을 본 집단(표본평균=5.88) 보다 광고 

메시지가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고 했고, 반대로 부정적인 프레이밍 

메시지를 본 집단(표본평균=2.55)은 손실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고 

했다(p=0.000). 이로써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조작도 성공리에 이루어 

졌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4.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광고 수용자의 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에 더하여 브랜드 친숙도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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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감정과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  

<가설 1>은 비친숙한 브랜드의 경우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던 광고 

수용자는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를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보다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앞서의 조작 검정들이 유의함을 

바탕으로 하여 이번 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행복감, 비친숙브랜드, 

긍정적 프레이밍” 집단과 “행복감, 비친숙브랜드, 부정적 프레이밍” 집단의 

광고 메시지 설득력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두 그룹의 

광고 메시지 설득력은 다음과 같이 보고 되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p<0.05). 

 

구분 메시지 설득력 평균의 차이 유의 수준 

행복감, 

비친숙브랜드,  

긍정적프레이밍 

4.178 

0.615 P<0.05 
행복감, 

비친숙브랜드, 

부정적프레이밍 

4.793 

 

<표 4-12> 

 

<가설 2>는 비친숙한 브랜드의 경우에 공포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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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있던 광고 수용자는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를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보다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가설 2> 역시도 앞에서의 

조작 검정들이 모두 유의함을 바탕으로 하여 이번 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공포감, 비친숙 브랜드, 긍정적 프레이밍” 집단과 “공포감, 비친숙 브랜드, 

부정적 프레이밍” 집단의 광고 메시지 설득력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구분 메시지 설득력 평균의 차이 유의 수준 

공포감, 

비친숙브랜드,  

긍정적프레이밍 

5.044 

0.517 P<0.05 
공포감, 

비친숙브랜드, 

부정적프레이밍 

4.527 

 

<표 4-13> 

 

위와 같이 가설 1과 가설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채택 되었다. 

즉,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Punam Anand Keller, Isaac M. Lipkus, 

Barbara K. Rimer의 연구(2003)의 결과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인 공포감을 

느낄 때에는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를 더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긍정적인 감정인 행복감을 느낄 때에는 부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를 더 설득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친숙도가 낮은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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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렇게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여전히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4> 브랜드 친숙도가 낮은 Zurich 생명 보험의 경우  

메시지 설득력 

 

<가설 3은>은 위의 두 가설과는 반대로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광고 수용자의 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브랜드 친숙도가 이미 높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메시지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고, 

4.178 

5.044 
4.793 

4.5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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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집단 공포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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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광고 메시지의 프레이밍 형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실제로 분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정과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소스 F 유의확률 

프레이밍 0.796 0.578 

감정 1.662 0.107 

프레이밍*감정 0.995 0.492 

 

<표4-14> 브랜드 친숙도 높은 집단 분산분석 결과 

 

 

 

<그림 4-5>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AIA생명 보험의 경우 메시지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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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연구 분석 결과 브랜드 친숙도 변수가 기존에 연구 되었던 광고 수용자의 

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조절효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설 1과 2의 경우처럼 비친숙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행복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의 광고 수용자는 부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의 광고를 더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공포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의 광고 수용자는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의 광고를 더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Isen과 

동료들(1993)이 연구를 통해 밝힌 것처럼 긍정적인 무드인 사람들은 부정적 

프레이밍의 메시지를 보고서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무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고, 부정적 프레이밍을 긍정적 프레이밍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무드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분유지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무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무드가 

되려는 동기가 있거나 또는 더 부정적인 되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프레이밍보다는 긍정적 프레이밍의 메지시 유형을 더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친숙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p>0.1). 또한 친숙한 브랜드에서는 

감정과 프레이밍의 주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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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브랜드에서는 어떠한 감정이나 프레이밍 형태의 조건에서든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광고에 대한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브랜드 친숙도가 높다고 광고 메시지의 설득력이 항상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브랜드 친숙도의 주효과는 

제품에 대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생명 보험이라는 상품은 

다른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 보다도 인지도라는 측면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숙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태도도 더 호의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브랜드 

친숙도의 광고 설득력에 대한 주효과는 다른 제품군이나 서비스군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의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가설 결과 

1 

행복감을 느끼고 있던 광고 수용자는 비친숙한 

브랜드의 경우,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를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채택 

2 

공포감을 느끼고 있던 광고 수용자는 비친숙한 

브랜드의 경우, 긍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를 

부정적 프레이밍 유형의 광고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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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숙한 브랜드의 경우, 광고 수용자의 기존 감정 

상태와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채택 

 

<표 5-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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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광고 수용자의 감정과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unam Anand 

Keller, Isaac M. Lipkus, Barbara K. Rimer의 감정과 프레이밍 형태의 

연구(2003)와 달리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적 감정으로 공포감을 선정하였고,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조절하는 새로운 변수로 브랜드 친숙도를 

고려하였다. 

먼저,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브랜드의 광고에서는 수용자 감정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광고 수용자의 감정 상태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프레이밍의 형태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고 수용자에게 특정 형태의 광고를 제시하는 시점을 

계획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행복한 스토리를 

지닌 영화를 본 TV 시청자는 행복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방영되는 광고는 부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를 취한다면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의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수용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공포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TV 시청 

시간에는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 형태가 부정적인 형태보다 설득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어디까지나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에서만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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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미 소비자들에게 친숙도가 높은 

브랜드에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친숙도의 광고 설득력에 대한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주효과도 광고 상품의 특성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친숙도가 높은 브랜드와 제품을 광고 할 때에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활용한 광고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브랜드나 제품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 이상 

효율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거나, 메시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과 프레이밍 형태의 효과를 활용한다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고 수용자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맞는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와 반대로, 특정한 

프레이밍 전략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광고 수용자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대중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기업이 겪던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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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광고에서 제시되는 제품이 

생명보험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품이라는 데에 있다. 생명보험이 아닌, 

일용품이나 사치재 또는 전자기기 같은 상품의 광고들에서도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그대로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광고를 선정하여 본 연구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원은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모든 연령대의 광고 수용자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둘 수 밖에 없다. 또한 생명보험에 대한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가지는 특정한 감정과 생각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보완적인 

연구가 향후 진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의 지면 광고문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설문 

참여자들에게 제시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단독으로 지면 광고가 제시되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이다. 다른 여러 광고들과 함께 제시될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우리의 광고가 더 소비자들에게 기억되고, 소비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연구에서는 광고 제시 

상활을 좀 더 복잡하게 설계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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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긍정적 감정의 대표 감정으로, 공포감을 

부정적 감정의 대표 감정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행복감과 공포감이 아닌 

다른 감정들을 선정하여 이러한 감정과 프레이밍 효과 연구를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긍정적 감정으로 성취감, 만족감 같은 것들을 

선정할 수 있겠고, 부정적 감정으로 분노나 혐오감 같은 것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해보았을 때도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광고주 입장에서 브랜드 친숙도와 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은 

상대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감정상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또한 올바르게 예측한 감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얼마나 빨리 다른 감정으로 바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는 특정 감정을 설문 참여자들에게 조작한 즉시, 광고를 단독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감정을 광고를 접하는 

시점 또는 바로 접하기 바로 전에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TV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이전의 프로그램이나 방송 

컨텐츠를 분석함으로써 광고 수용자가 광고를 볼 시점의 감정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지면 광고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이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감정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본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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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높은 브랜드 친숙도, 부정적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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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작성된 것 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생각하고 느끼

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항목은 연구에 필수

적인 것이오니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의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민중 

지도교수: 김재일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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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래의 스토리를 유심히 읽어주세요. 

--------------------------------------------------------------------------------------------- 

The Exorcist (1973) 

 

 

 

 감독: 윌리엄 프리드킨 

 

 출연: 엘렌 버스킨, 막스 폰 시도우, 리 J. 콥, 키티 윈, 잭 매고란 

 

 <줄거리> 

 노신부 메린은 이라크 북부에서 고분을 발굴하다 이상한 조각을 발견한다. 악마를 상징하는 

그 조각에 노신부는 불안해 한다. 

 

 한편, 미국 조지타운에 사는 인기 여배우 크리스 멕넬은 어느날 밤 딸 레건)의 방에서 이상

한 소리를 듣고 쥐가 있나보다며 운전 기사 칼(Karl: 루돌프 쉰들러 분)에게 쥐덫을 놓도록 한

다. 이어 딸 레건에게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크리스는 레건을 데리고 병원을 전

전하지만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한 채 증세는 점점 악화된다.  

그 와중에 크리스의 애인이 레건을 간호하던 중 변사체로 발견되는가 하면 조그맣고 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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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레건의 얼굴이 무섭고 흉칙한 악령의 모습으로 변하며 "그리스도가 나를 범하고 있다"라고 

외치며 자해를 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다. 

 

 카라스 신부는 늙은 어머니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는 것에 항상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느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자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한다. 크리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젊은 신부 카라스를 찾아가 악마를 내쫓는 엑소시즘 의식을 부탁한다. 

 위의 영화 엑소시스트는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 또는 개봉 

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도 공포 그 자체였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와 관계자들 가운데 아홉 

명이 촬영 도중에 혹은 촬영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촬영장에서는 한 차례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여기에는 윌리엄 프라이드킨 감독이 촬영 전에 꾼 섬뜩한 꿈이 연관되어 있다. 악마에 쓰인 

한 소녀가 물구나무선 채 빠른 속도로 계단을 내려오는 충격적인 꿈을 꾼 그는 이 장면을 영

화 속에 고스란히 재현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촬영을 마친 그날 밤 꿈속에 

다시 나타난 소녀는 “만약 내 모습을 영화에 사용하면 당신은 물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프라이드킨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제작

자들이 의문의 사고로 계속해서 죽어 나가자 결국 문제의 장면을 편집한 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 

-------------------------------------------------------------------------------------------------------- 

위의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과학이나 기존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

포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며 공포

와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아래에 본인이 경험했던 공포스러운 경험을 적어 주십시

오.  

(최소 6줄 이상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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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현재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아주 그렇지 않음                 보통                     아주 그러함 

1----------2----------3----------4-----------5----------6----------7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  

받는 존재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행복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긴장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불안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짜증이 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이 현재까지 이룬 것에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속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평화롭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편안함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공포심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의 현재 즐겁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두려움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지금 역겨움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추위를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의 인생을 즐겁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9 

 

3. 다음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AIA 생명 보험의 지면 광고의 일부입니

다. 광고를 보시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항상 고민이 많을 것 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것 입니다. 

 

 만일 당신이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정적, 

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떠났을 때, 가족들의 슬픈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는 AIA가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Call 02-1234-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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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 메시지가 생명보험 가입의 이익을 강조하였는지 또는 가입 하지 않을 때의 

손실을 강조하였는지 평가해주세요. 

 

손실 

강조 
  

이익,손실 

모두 아님 
  

이익  

강조 

1   4   7 

 

 

아주 그렇지 않음                 보통                     아주 그러함 

1----------2----------3----------4-----------5----------6----------7 

 

AIA 생명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상표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상표를 들어 본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상표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생명 보험은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메시지가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생명 보험은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생명 보험에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IA 생명 보험은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내용이 과장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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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생명 보험 가입에 관해 문의를  

해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내용이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직업은?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회사원 ④ 무직 ⑤ 기타 (     ) 

 

3) 귀하의 만 나이는?  만 (    ) 세 

 

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③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미만   ⑤ 200만원 이상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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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2: 설문지2 

 

(행복감, 낮은 브랜드 친숙도, 긍정적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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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작성된 것 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생각하고 느끼

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항목은 연구에 필수

적인 것이오니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의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민중 

지도교수: 김재일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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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래의 스토리를 유심히 읽어주세요. 

----------------------------------------------------------------------------------------------- 

나홀로 집에(1990)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 

 

 출연: 맥컬리 컬킨, 조 페시, 다니엘 스턴, 존 허드 

 

 <줄거리>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카고. 말썽꾸러기라 집안 가족들로부터 욕을 듣고 따돌림 당하는 케빈

은 늘 자신은 혼자 살거라면서 가족들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치즈 피

자를 먹은 형과 싸워 소동을 일으키자 엄마는 케빈을 3층 다락방으로 올려보낸다. 케빈의 가

족들과 케빈의 집에 온 손님들은 다음 날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프랑스의 친척 집으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전화선과 전기선이 끊긴다. 케빈의 가족들은 

늦잠을 자게 되어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허둥대다가 그만 3층 다락방에서 잠이 든 케빈

을 두고 떠난다. 



65 

 

잠에서 깬 케빈은 혼자 남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기뻐한다. 비

행기를 타고 가던 케빈의 어머니는 무엇인가 빠뜨린 기분에 고민하다가 케빈을 두고 왔음에 

놀란다. 하지만 전화선이 불통이라, 어쩔 수 없다가 프랑스에 도착한 식구들은 목적지로 가고 

엄마는 케빈이 걱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연말연휴

라 좌석이 없었다. 혼자 집에 남은 케빈은 형과 누나 방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노

래를 부르고 트리도 만들면서 자축한다. 

  그런데 빈집털이 2인조 도둑이 케빈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이를 눈치챈 케빈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점차 보기싫던 가족들이 그리워진다. 성탄절날 길에서 만난 산타 복장한 사

람에게 그가 산타의 조수라며 산타를 만나면 자신에게는 선물보다 가족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다. 집으로 오던 길에 교회 안에서 앞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난다. 형이 말한 무시무시

한 살인자인 줄만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들과 떨어져 외롭게 사는 불쌍한 노인임을 알고 케

빈은 그에게 아들과 화해할 것을 충고도 해준다. 

 이때 집을 노리는 도둑이 생각난 케빈은 집으로 달려와 만반의 계략을 짠다. 계단에 물을 뿌

리고, 딱총과 전기 다리미, 그리고 폭력 비디오의 총소리며, 전기 다리미, 페인트통, 빨래줄, 공

기총, 형의 거미까지 동원하여 침입한 도둑에게 골탕을 먹인다. 그러나 결국엔 케빈도 도둑에

게 잡히고 말지만 이때 앞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도둑들을 쓰러뜨린다. 그리던 엄마와 

가족들도 돌아오고 케빈은 창문 밖으로 앞집 할아버지가 아들과 소녀딸을 만나는 것을 보면

서 흐뭇해한다. 

--------------------------------------------------------------------------------------------------------- 

위의 나홀로 집에 영화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족은 항상 크나큰 존재이자, 사랑과 행복의 

존재입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본인이 경험했던 가족과의 행복한 이야기, 사랑스런 에피소드를 적어주십

시오.  

(최소 6줄 이상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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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현재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아주 그렇지 않음                 보통                     아주 그러함 

1----------2----------3----------4-----------5----------6----------7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 받는  

존재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행복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긴장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불안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짜증이 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이 현재까지 이룬 것에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속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평화롭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편안함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공포심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의 현재 즐겁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두렵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지금 역겨움을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은 현재 추위를 느낍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당신의 인생은 즐겁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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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알려진 Zurich 생명 보험

의 지면 광고의 일부입니다. 광고를 보시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생명 보험에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면, 경제적인 위험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일상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없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떠나더라도,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ZURICH 생명보험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Call 02-1234-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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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 메시지가 생명보험 가입의 이익을 강조하였는지 또는 가입 하지 않을 때의 

손실을 강조하였는지 평가해주세요. 

 

손실 

강조 
  

이익,손실 

모두아님 
  

이익 강

조 

1   4   7 

 

 

아주 그렇지 않음                 보통                     아주 그러함 

1----------2----------3----------4-----------5----------6----------7 

 

Zurich 생명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상표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상표를 들어 본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상표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생명 보험은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메시지가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생명 보험은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생명 보험에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Zurich 생명 보험은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내용이 과장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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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ich 생명 보험 가입에 관해 문의를  

해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광고 내용이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직업은?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회사원 ④ 무직 ⑤ 기타 (     ) 

 

3) 귀하의 만 나이는?  만 (    ) 세 

 

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③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미만   ⑤ 200만원 이상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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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aming research of Prof. Daniel Kahneman: winner of 2002 Nobel 

Prize in economics and now deceased Prof. Amos Tversky was based 

on the prospect theory and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the various 

fields. Especially, the message framing is spotlighted in the marketing 

filed as one of the alternative ways to convey the message effectively. 

  However, the results from the past studies show conflicting results 

since various variables affect the framing effect in the real world. 

Therefore, many scholars have studies framing effect and its interaction 

effect considering a variety of variables including involvement, emotion, 

forms of advertisement. 

  In particular, researche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advertising receivers’ existing emotion and the form of message have 

reported different findings based on largely three different theor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emotions or the level of framing, negative or 

positive, the emotion and the form of framing show consistent or 

inconsistent result. Therefore, it is logical to think that there are other 

variables to affect this interaction effect.    

In this research, we explor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dvertising receivers’ existing emotion and the form of message framing 

by considering an additional variable as brand familiarity through 

empirical studies, and finally we analyzed how these three variables 

affect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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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advertisement receivers are in the state of the 

euphoria of positive emotions, in the case of an unfamiliar brand, 

negative framing type is more persuasive than positive framing for the 

advertisement message. 

Second, when the advertisement receivers are in the state of the fear 

of negative emotions, in the case of an unfamiliar brand, positive framing 

type is more persuasive than negative framing for the advertisement 

message.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se emotions and framing form 

of the message will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the 

case of familiar brand.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have the following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The existing framing researches only explored the interaction effect 

with a variable, but this research added another variable to analyze 

direction of framing effect in the relation of the three variable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emotion and framing type can be utilized in 

the unfamiliar brand, but difficult to view these effects are expected in 

the popular and familiar brand.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suggest 

new study method and result regarding framing effect especially in the 

advertis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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