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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리 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국문초록

운동 참여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략: 확장병행과정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이용한 운동참여 권고 메시지가 수용

자의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운동참여를 증대시키

기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운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의 메시지 위협 수준이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집단에서 메시지 위협 수준과 메시지 수용도 사이의 관계에서 방어동기

및 보호동기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20대 성인 남녀로써, 각 실험집단에 40명씩 무선할당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

터 회수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

으며, 구체적으로는 변인의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 표본의 일반적인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분석, 조작 점검을 위한 독립표본 t 검정, 메시지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

의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한 이원공변량분석

(two-way ANCOVA), 일원공변량분석(one-way ANCOVA), 메시지 처리과정에

서의 위협수준에 따른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 사이의 보호동기와 방어동기의 매

개역할 확인을 위한 확인적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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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한 경로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지한 집단에서는 위협수준과 운동참여태

도 및 의도간 정적관계가 나타났고,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인지한 집단에서

는 위협수준과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간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지한 집단에서는 위협과 보호동기간 정

적관계 및, 보호동기와 메시지수용도간 정적관계(p<.01)가 나타남으로써, 위협과

메시지수용도 사이의 보호동기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방어동기가 위

협과 메시지 수용도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위협

과 방어동기 사이에는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인지한 집단에서는 위협과 방어동기간 정

적관계가 나타났고, 방어동기와 메시지수용도간 부적관계(p<.01)가 나타남으로써,

위협과 메시지수용도 사이의 방어동기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보호동

기가 위협과 메시지수용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위협과 보호동기 사이의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지한 수용자의 경

우, 메시지의 위협수준이 높아질수록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가 높아지며,

메시지의 위협수준이 낮아질수록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가 낮아짐을 확

인하였고, 반대로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인지한 수용자의 경우, 메시지의

위협수준이 높아질수록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가 낮아지며, 메시지의 위

협수준이 낮아질수록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주요어: 운동참여, 스포츠 참여, 공포소구이론, 확장병행과정모델, 위협, 자기

효능감

학 번: 2010-2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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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한 신체를 오래도록 유지하며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

구하는 욕구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근래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 건강을 저해하

는 각종 만성 퇴행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만성

질환 발병률은 1995년에 30%, 1998년도에 40%에서 2001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질병 중에서 만성 퇴행성질환이 차

지하는 비중도 1995년 69.1%에서 2001년 80.6%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더욱이 이러한 성인병은 4-50대의 중년층에서 주

로 발생한다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젊은 2-30대의 발생률이 급속도로 증가하

여,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성인병을 비롯한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으로는 운동부족, 영양과다, 흡연, 스트레스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젊은 2-30대의 경우 자신의 건

강을 과신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현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국민의 바람직한 생활 습

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

려하기 위한 건강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 관련 보도(health related

announcement)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예방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보도를 말한

다(Teisl et. al., 1999). 또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건강

한 삶을 살기 위해 식습관, 생활습관의 개선 및 규칙적인 신체 활동 등의 건강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로도 정의하고 있다(이민규 & 김영은, 2009). 질병에 대

한 정보나, 건강 위협 상황에 대한 정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는 건강 행동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고되는 건강 행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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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시청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건강 관련 정보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 관련 정보는 대중성

이 높은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작, 보도되고

있다.

건강 관련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이 건강유지에 매우 효과

적이므로 규칙적인 운동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운동참여에 대한 보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체육활

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

조사(2010)에 따르면,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 관련 보도가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운동참여 증대를 위한 메시지 전달기법 개발이 요구

됨을 의미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기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그 중 심각한 질병을 메시지에 포함 시켜 메시지 수용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 이를 통해 질병 예방 행동을 권고하는 기법은 건강 관련 보도 제

작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기법을 ‘공포소구’라고 일

컬으며, 금연, 에이즈 예방, 비만 등과 관련한 공익광고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쇄매체와 영상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Latour

et. al., 1996; Thorson & Friedstad, 1985; 이진희 & 도선재, 2008). 그러나 운동

참여 증대를 위한 메시지 전달기법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공포소구(fear appeal)’란 권고된 행동을 하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메시지에 제시함으로써 공포를 야기, 궁극적으로 권고 행동 이행을 유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포소구는 개인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메시지에서 권고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Witte et al., 2001). 공포소구 기법을 이용한 모델은 1950년

대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다양한 모델이 개발, 적용되어 왔다. 이 중

1992년 Witte가 고안한 ‘확장병행과정모델(exp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은 기존의 모델을 통합하여 매시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차동필, 2006), 메시지에 노출된 개인의 인식 변화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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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장병행과정모델(EPPM)은 개인을 위협하는 메시지에 노출 되고 나면 어떻

게 태도와 행동을 바꾸게 되는지를 개인의 인지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Witte, 1992). 만약,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메시지가 개인에게 노출되면, 개

인은 위협수준을 판단하게 되는데, 위협수준은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위협이 얼

마나 심각한지(심각성),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취약성)에 따라

결정되며, 인지된 메시지의 심각성과 취약성 수준이 건강 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메시지 수용자들은 메시지 처리 과정을 결정하게 된

다. 메시지 처리 과정은 메시지에서 권고된 행동이 실제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

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반응효능감)와 권고된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개인에게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지(자기효능감)에 따라 결정 된다. 메시지

를 통해 인지된 위협과 인지된 효능감이 모두 높은 경우, 메시지의 권고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동기가 발

생하여 권고된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높은 의도를 보인다. 반면, 메시지

위협수준에 대한 높은 인지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에 제시된 권고 행동을 이행할

경우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권고 행동을 이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경우, 개인은 권고 행동의 이행

을 통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메시지의 위협 자체를 회피하거나

권고행동을 무시하려는 욕구를 보이며, 심지어 메시지에 대한 강한 반발을 통해

불만을 드러냄으로써 위협을 해결하려는 방어동기가 발생함으로써 권고된 행동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낮은 행동 의도를 보인다.

확장병행과정모델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대한 행동 권고 메시지 전달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Witte(1992)는 에이즈 감염에 대한 위협과 예방 행동인 콘

돔 사용에 대한 메시지를 수용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전

달 상황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메시지의 인지된 위협 수준이 높고 인지된 효능감

수준도 높을 때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

로는 차동필(2007)의 에이즈 감염 예방 메시지 전달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에이즈 감염이 유발할 수 있는 위협 상황과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을 메시지에 제시하여 고위협 고효능감 집단의 권고 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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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명일(2007)은 메시지의 위협 수준과 공포소

구와 메시지 측면성의 차원에 따른 에이즈 예방 캠페인 메시지 유형을 제시하여

콘돔 사용 태도 및 사용 의도에 가장 효과적인 유형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확장병행과정모델 적용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에이즈와 같은 특정 질

병을 다룬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장려하는 메시지 전달에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이용한 공포소구 메

시지가 수용자의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운동 참여증대를 위한 메시지 개발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개념은 운동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 인식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란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

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를 의미하는데(Bandura, 1977), 운동

수행 상황에서의 개인의 인지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으로부터 비롯되며(Bandura & Schunk, 1981), 운동 수행을 참여하고자 하는 개

인의 의지 및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장병행과정모델

을 적용한 운동참여 권고 메시지의 자기효능감 인식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운동 참여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체육학 분야에서 운동참여 관련 연구는 운동참여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

인한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상대적으로 운동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커뮤니케이

션 방안 연구는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규칙적 체육활동참여는 질병 발병률과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국민체육진흥공단, 2007)나, 체

육활동참여의 심리적 안정효과를 확인한 연구(Strongman, 1987; Berger, 1991)는

운동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로써, 이러한 연구는 개인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전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운동의 중요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운동참여

인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국민체육참여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건강 유지를 운동 참여의 목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많은

국민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운동 비참여 이유로는,

스스로 시간이 없다고 인식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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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조사 결과는 국민의 체육활동 비참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

하는 국민들이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운동 참여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규칙적으로 운동 참여를 유도할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국내 운동 참여 실태 파악 결과, 운동 유경험자들의 운동 지속이나 중

단을 방지하는 메시지보다 운동 비참여 인구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시지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장병행

과정모델을 적용하여 제작된 메시지는 운동 비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해 메시지 수용자를 위협하고 운동 참여 시 유발되는 건강상 이로움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운동 참여 활성화, 특히 운동 비 참여 인구의 참여 유도에 가장 효

과적이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운동 권고 메시지 제작에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하여 수용자에게 제시

하고, 그들의 운동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운동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기법이 개발되

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이용한 운동참여 권

고 메시지가 수용자의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

을 두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용자의 메시지에 대한 위협 및 효능감 인지 정도가 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수용자가 메시지의 위협 수준

을 매우 낮게 인지한다면, 메시지 처리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

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메시지 위협수준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인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인지한다면 수용자는 메시지 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은 메시지로부터 인지된 효능감 수준에 의해 메시지 처리과정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권고행동이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반응효능감을 높

게 인지하고, 스스로가 권고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인 자기효능감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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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 경우, 권고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의도로 측정되는 메시지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인지된 반응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메시지 수용도는 낮

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포소구 메시지의 위협과 효능감수준에 대

한 판단이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확장병행과정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메시지 처리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유발되는 보호동기와 방어동기가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매개역할

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 메시지의 효능감 인지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인지된

위협이 높아질수록 위협을 없애기 위해 제시된 권고행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

인 보호동기가 상승하여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지는 반면, 메시지의 효능감 인지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인지된 위협이 높아질수록 위협으로부터 유발된 공포

를 없애기 위해 메시지 자체로부터 벗어나려는 방어동기가 상승하여 메시지 수

용도가 낮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고효능감집단과 저효능감집단에서의 보호동기

와 방어동기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한 위협수준 및 효능감수준과 메시

지수용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수용자에 따른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기법

을 도출하는데 있었다. 특히, 운동참여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효능감인지 집

단별 위협수준과 메시지수용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수용자의 효능감 수준별

차별화 된 메시지 전달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운동참여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

고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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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건강보도와 운동참여 현황

건강한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신문이나 잡

지 등의 인쇄매체와 더불어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종합신문이나 잡지

는 건강 관련 내용만을 다루는 면을 별도로 지정하여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의 전체 프로그램 중 건강 정보 관련 프로그램이 차지

하는 비중 또한 상당하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 및 광고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매체 수용자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행동 변화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보건의식 형태조사에 의하면 건강에 관한 지식

을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경로로 대상자의 2/3 정도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의 대중매체라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젊은 20-30대의 성인들은 건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대중매체를 선택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정

보들은 각종 질병 유발 원인에 관한 정보와 이를 예방하는 데 유익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

를 통해 전달되는 건강 관련 보도가 2-30대 성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건강 정보 중에서 ‘운동’과 관련된 내

용이 중요시 되어 왔다. 식습관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하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지만, 현대인들의 운동 참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운동의 중요성과 운동 참여를 강조한 보도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언론연감,

2011).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도 내용의 증가는 수용자들에게 운동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수용자들의 높은 인식에 비해 규칙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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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가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건강한 신체를 위한 체력

유지 방법으로 ‘규칙적인 체육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조사

자의 45.6%로 가장 많았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28.4%),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

보충(22.6%)이 뒤를 이었다. 또한 체육활동의 효과로 ‘건강 증진’을 가장 우선으

로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5%로 나타나, 대다수가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 및

체력 향상 이라는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칙적인 체육활

동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을 육박하는 45.3%가 체육활동에 전

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주3회 이상 운동에 참여한다고 답변한 3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 활용 방법으로 휴식을 택하는 경우가 45.6%로 가

장 많았고, 스포츠 참여를 선택한 경우는 전체의 20.5%에 불과하였다는 연구 조

사는 국내 체육활동참여자가 매우 저조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자가 55.2%로 가

장 많았고 ‘게을러서’라고 답한 조사가자 16.9%로 그 뒤를 이어, 운동비참여자들

의 인식 개조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는 국내의 체육활

동 관련 시설이 개선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전국 공공 체육 시설 면적이 2006년 77,520,000이었던 반면, 2011년에는

122,500,000로 5년 사이에 약 1.5배 증가하여,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체육 인프라구축에 대한 시책이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체육활동비참여 이유로 체육시설 등 환경적 요인이 부족하다고 인

식하는 비율의 감소는 국민들도 체육 시설이 확대대어 운동 참여를 위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0).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체육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운동참여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개인의 인식 때문이며, 인식 전환을 위한

메시지가 수용자들에게 전달되어 체육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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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포소구이론(fear appeal theory)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은 심리학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왔다. 특히, 위협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권고 행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공포소구이론’을

적용한 메시지 전달기법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법으로 이미 커뮤니케이션 연

구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공포소구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포(fear)

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심각한 위협이 자각될 때 발생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내적 감정이라고 정의된다(Witte, 1998). 공포는 크게 심리적 차원과 생리적 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심리적 차원은 위협에 대한 내적인 반응이

발생하고, 이것이 표출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생리적 차원은 심리적인 반응

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Lang, 1984). 공포의 중요한 속성으로는 공포

가 부정적인 가액을 지닌 감정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공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차동필, 2005).

이러한 공포의 속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으로 공포의 감정을 이용

하는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고, 그 중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공포소구(fer

appeal)’기법이다. 공포소구(fear appeal)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메시지에 제시함으로써 메시지 수용자의 태도를 변화

시키도록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Perloff, 2003)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위협기법

(scare tactic)’으로도 알려져 있다. Witte(1992)의 연구에 따르면, 공포소구란 보

다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

에게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을 묘사함으로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권고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여

‘을’로 하여금 권고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공포소구 기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포소구는 공중건강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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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포소구모델 변천 과정 

의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반적인 광고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에이즈예

방 캠페인, 금연 캠페인, 마약 퇴치 캠페인 등의 공익 광고나, 비듬방지 샴푸 광

고, 구강청정제나 치약과 같은 각종 위생용품 광고 등은 공포소구가 이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차동필, 2005).

공포소구(fear appeal)와 관련된 이론은 1950년대부터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공포소구 메시지의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다(최명일, 2007). 공포소구모델은 공포동인모델

(Hovland et al., 1953; Janis, 1967)을 시작으로 병행과정모델(Leventhal, 1970),

보호동기모델(Rogers, 1975) 확장병행과정모델(Witte, 1992), 위험인식태도 모델

(Rimal & Real, 2003) 등이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새로운 모델이 개발될

때마다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공포소구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그림

1>은 공포소구 관련 모델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공포동인모델(fear-as-acquired drive model)

공포소구 기법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시초인 ‘공포동인 모델

(fear-as-acquired drive model)’은 1950년대, 미국 예일대학의 Hovland를 중심으

로 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Hovland et. al., 1953). 이들은 당시 지

배 이론 이었던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을 공포동인 모델의 기본 전제로 설정

하였는데, 이는 특정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정

위협에 관해 학습하고 난 후에 공포를 학습하는 것이 행동 강화에 있어 매우 중

요하다고 보았다<그림 2>. 사람들은 설득적 메시지를 통해 위협에 대한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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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포동인모델

학습하며, 공포가 부정적인 가액을 지닌 감정이라는 속성을 통해 그들은 공포를

공포가 행동을 동기화하는 부정적 동인(drive)으로 간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

거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논리를 이끌어 내었다. 만일 누군가가 메시지

속성에 특정 행동을 제시하여 이러한 행동의 이행으로 공포를 제거했다면, 그 행

동의 이행은 공포라는 불쾌한 상태를 제거시키는 결과를 유발했으므로, 그러한

특정 행동을 ‘보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행동의 이행은 보상적

으로 공포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 위협에 직면할 때마다 권고된 행

동을 이행하는 학습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

다(Hovland et. al., 1953).

공포동인모델을 고안한 학자들은 권고된 반응이 공포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

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권고된 반응을 이행하여도 공

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위협의 부정, 방어적 회피, 반발 등의 부적응

적 심리 전략을 시도하여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공포가 제거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보았다. 마침내, 부적응적 심리 전략 중 하나

가 공포를 감소시키게 되면, 그 반응은 위협에 대한 강화된, 습관적 반응으로 내

재됨을 도출하였다.

공포동인모델은 공포의 수준과 행동변화 사이의 관계도 규명하였는데, 공포

와 행동변화 사이에는 역U자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는, 공포의 수준이 높아지면

행동 변화가 증가하지만, 공포심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나면 오히려 행동

변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그림 3>. 즉, 너무 낮은 수준의 공포는 권고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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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포수준과 행동변화의 관계

응을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공포

는 메시지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공포가 가장 큰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차동필, 2005).

공포동인모델을 통해 규명된 공포의 수준과 행동변화 사이의 관계는 1960년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반박되기 시작하였다. 공포의 수준과 행동변화 사이의 역

U자 관계는 공포가 감소될 때 메시지 수용이 일어난다는 핵심 가정이 새로운 연

구를 통해 더 이상지지 받지 못하면서 공포동인 모델이 메시지 구성 전략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감소하게 되었다(Witte & Allen, 2000).

나. 병행과정모델(parallel process model)

Leventhal(1970)은 공포의 야기 및 감소와 같은 감정적 과정에 초점을 둔 연

구인 공포동인모델에서 인지적 과정을 포함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병

행반응모델(parallel response model)을 고안해내었다. 병행반응모델은 이 후에

Leventhal 등(1983)은 병행과정모델(parallel process model)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Leventhal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구별되는 과정을 거쳐 공포소구 메시지를

처리하고 행동을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두 가지 인지과정이 진행되면서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인식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고민한다

고 주장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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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병행과정모델

Leventhal(1971)은 공포인식에 따른 대처 과정을 ‘위험통제과정(danger

control process)’과 ‘공포통제과정(fear control process)’으로 구분하여 명명하였

다. 그는 사람들이 위험과 그 위험을 통제할 방법에 관해 생각하는 위험 통제 과

정에 들어갔을 때,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높은 가능성을 보이며, 이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대한 적응적 반응으로 나타나 태도, 의도, 행동의 변화를 보

인다고 하였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집중하게 되면, 공

포통제과정에 들어가서, 공포를 통제하고 그 위험을 무시하는 등 부적응적 반응

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Leventhal(1971)은 인지적 반응인 ‘위험통제과정’과 감정적 반응인 ‘공포통제

과정’을 구별함으로써 공포소구 연구를 발전시켰지만, 구체적으로 위험통제과정

또는 공포통제과정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였다(Witte et. al.,

2001). 따라서, Leventhal의 병행과정모델은 공포소구 연구에 있어서 구체성과 예

측력을 결여한 모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차동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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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동기모델(protection motivation model)

보호동기모델을 처음 제안한 학자인 Rogers(1975)는 Leventhal이 고안한 병

행과정모델 중 위험통제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인지적 반응을 강조한 이론을 정

립하였다. 특히 그는 공포소구 메시지의 구성 요인들을 처음으로 구분함으로써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인지적 사고에 근거함을 밝혀내었다는 면에서

공포소구이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포소구 메시지는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의 유해성의 크기, 그리고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권고 반응의 효능감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그는 각 요인들은 ‘인지적 상응 매개과정(corresponding cognitive mediators)’

또는 ‘상응 지각(corresponding perception)’으로 불리는 과정으로 연결된다고 주

장하였다.

<그림 5>는 보호동기모델을 도식화 한 것으로, 공포소구 구성요인 별 인지

적 매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구성요인인 유해성의 크기는 심각성 평가

에 대한 인지적 매개과정으로 이어진다. 유해성이 크면 위협에 대한 메시지가 심

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며, 유해성이 작으면 위협이 사소하다고 인식된다.

두 번째 구성요인인 발생 가능성은 노출 기대(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인지적 매

개과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메시지의 발생 가능성 정도에 따라 실제로

그 위협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

지 구성요인인 권고 반응의 효능감은 대처 반응의 효능감 신념에 대한 인지적

매개과정으로 이어지는데, 메시지에 나타난 권고반응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권고반응을 택하여 위협을 효과적으로 없애려는 인지과정이 진행된다.

보호동기모델은 공포소구 메시지의 구성요인들이 높은 수준의 인지적 상응

매개과정을 유발하게 되면, ‘보호동기(protection motivation)’를 발생시켜, 자기

보호적 행동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개인이 메시지에 노출되었

을 때, 그 메시지가 심각하고 개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메시지에서 제

시된 권고 반응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이 필요한 행동 변화를 하도록 이끄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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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oger,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sychology, 91, 93-114. 

<그림 5> 보호동기모델(초기모델)
Rogers의 보호동기 모델은 기존의 공포소구 관련 모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포소구의 중요한 변인들과 왜곡 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Rogers & Deckner, 1975). 하지만, Rogers는 세 가지 인지적 처리 과정에

도 불구하고 권고반응채택 의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보호동기

모델은 설명력을 잃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라는 새로운 변인을 추가한 수정 보호동기 모델(Rogers, 1983; Maddux, &

Rogers, 1983)을 고안하였다.

수정된 보호동기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지적 매개과정을 ‘부적

응적 위협 평가 과정(maladaptive threat appraisal process)와 ’적응적 대처 평가

과정(adaptive coping appraisal process)으로 구분하였다. 위협 평가 과정은 자신

을 보호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적응적 반응으로 인식된다. 반대

로, 대처 평가 과정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적응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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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ippetoe, P. A., & Rogers, R. W. (1987). Components of Protection-Motivation 

Theory on Adaptive and Maladaptive Coping with a Health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96-604.

<그림 6> 보호동기모델(수정모델)

응으로 인식된다. 부적응적 위협 평가에 대한 인지적 매개과정에서, 메시지에 노

출된 개인의 위협에 대한 심각성과 취약성 지각은 위협 평가 과정에서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보상들에서 차감된다<그림 6>. 따라서 보상

들이 심각성과 취약성 지각보다 더 크다면, 위협에 대한 부적응적 반응이 일어나

며 자기 보호적 행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적응적 대처 평가에 대한 인지적

매개과정 에서는, 권고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지각은 반응

효능감과 자기효능감에서 차감된다. 만약 개인이 높은 반응효능감과 자기효능감

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고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모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

고 지각한다면, 개인은 권고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차동필, 2005).

요약하자면, 수정된 보호동기 모델은 위협에 대한 개인이 지각한 취약성과

위협의 심각성정도, 위협 감소를 위한 권고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 개인

이 권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라는 네 가지 인식평가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반응은 감소하고 적응적 반응은 증가하여 개인의 보호동기를 더 많이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권고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이상적인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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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으르 때 발생하는 비용과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보상이 클수록 보호동기는 줄어들게 된다. 즉, 수정보호동기모델에서 언급된 개

인의 인식을 결정하는 언급된 구성요인들이 위험한 행동요인으로부터 입게 되는

해악과 위험성을 조절하는 보호동기 유발의 선행요인이며, 이는 위협 감소 행동

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김지혜, 2010).

보호동기 초기모델과 수정모델은 공포소구 모델의 구성요인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었고, Leventhal의 병행과정모델의 인지적 위험 통제 관련 부분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발전적 모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모

델에 추가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변인은 대처 반응의 효율성과 함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공포소구 메시지의 효과 예측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수정된 보호동기 모델은, 다소 복잡하여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니며, 보

호동기 이론의 두 모델 모두 개인이 메시지 권고사항을 거부하는 시점과 거부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차동필, 2006).

라. 확장병행과정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확장병행과정모델은 선행 공포소구모델의 우수한 점을 취합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Witte(1992)가 처

음 제안한 확장병행과정모델은 공포소구 메시지가 위협에 대한 평가와 권고 반

응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는 두 가지 인지적 평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그림 7>.

먼저, 심각성(severity), 취약성(vulnerability),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반응

효능감(response efficacy)으로 구성된 공포소구 메시지가 외부자극을 통해 개인

에게 인식되면, 위협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시작하게 된다. 위협에 대한 평가는 심

각성과 취약성 정도로 결정되는데, 위협이 발생할 경우 유발되는 유해성이 얼마

나 큰지(지각된 심각성), 위협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지각된 취약성)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이 낮아서

개인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소한 것으로 여길 경우, 공포소구 메시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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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itte, K. (1998). Fear as moitvator, fear as inhibitor: Using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o explain fear appeal success and failures. In P. A. Andersen 

and L. K. Guerrero (Eds.), The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Emotion (p. 432). 

New York: Academic Press.

<그림 7> 확장병행과정모델 

한 처리 과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메시지에 대해 반응을 중단하게 된다

(무반응). 하지만, 메시지를 심각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위협성이 매우 높다

고 평가하고 나면(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이 높을 경우), 공포의 감정이 생겨나

고 행동할 동기가 유발되는데, Witte(1992)는 기존의 보호동기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권고행동을 이행함으로써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을 제거하여 스스로를 보호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호동기’라고 제시하였다. 개인에게 위협이 강하게 지

각될수록(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포감은 더욱 크게 발생

하며 위협에 대한 행동을 유발하는 보호동기도 더 강하게 부여되는데, 이 시점에

서 개인은 메시지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메시지의 효능감에 대

한 평가는 위협을 해결해 줄 것으로 제시된 권고 반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

협을 해결 해주는지에 대한 효능감인 반응효능감과 개인이 권고 반응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다. 메시지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로부터 개인은 메시지 처리과정인 위험통제반응과 공포통제반응 중 하나의

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메시지 권고 행동을 이행할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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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 행동이 실제로 공포의 감정을 없애 줄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

위험통제반응을 선택하게 된다. 위험통제반응은 대체로 권고 행동과 일치하는 방

향으로 태도, 행동의도,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메시지에 대한 높은 위협을 감지했음에도, 권고 반응을 이행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에 회의를 갖거나 권고 행동이 실제로 공포를 없애줄 것이라는

반응 효능감을 낮게 인식한다면, 개인은 내재된 공포를 통제하는 행동을 하게 된

다. 이렇게, 위협을 인식한 개인이 권고 행동에 대한 이행이 아닌 메시지 자체에

대한 심리적 방어 전략의 선택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방어동

기’이며, 방어동기로 인해 유발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에는 공포소구 메시

지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는 방어적 회피(defensive avoidance), 위협을 겪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부(denial), 그리고 공포소구 메시지가 개

인을 조종하려 한다고 믿으며 메시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메시지 전

체에 대해 언짢은 감정을 갖게 되는 반발(reactance) 등이 있다.

확장병행과정모델은 기존 공포소구모델과 다른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Witte et. al., 2001). 첫 번째로 이전의 공포소구 모델에서는 메시지 수용

자들이 공포소구 메시지 구성요인들이 처리되는 순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

였지만, 확정병행과정모델에서는 공포소구 메시지의 심각성과 취약성으로 구성되

니 위협 평가가 끝난 후 반응효능감과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효능감에 대한 평

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효능감의 지각은 공포소구 메시지가 위

험통제과정 또는 공포통제과정 중 어느 과정을 유발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위협에 대한 지각은 이 선택된 과정에 대한 반응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위협과 공포를 동의어로 사용한 것

과는 달리, 확장병행과정모델에서는 위협과 공포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

고 있다. 위협이 높다고 하여도 메시지 수용자에 따라 공포가 유발되지 않은 경

우도 있으므로 두 용어는 상관관계가 높은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포소구모델에서는 메시지 노출 후 수용자

의 태도, 행동의도 등 위험통제반응만을 측정하였고, 위험통제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수용자의 반응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았다. 반면, 확장병행과정

모델에서는 위험통제반응 뿐만 아니라 공포통제반응으로 나타나는 수용자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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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회피, 거부, 반발 등의 발생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메시지 거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한 연구로써, 질병에 대한 위협 및 효능감의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이즈 감염

에 대한 위협과 예방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수준별 메시지에 노출 된 실험자들

이 어떠한 메시지 처리 결과를 보이는 지를 살펴본 연구(Witte, 1992; Witte et.

al., 1996; Witte & Morrison, 2000)에서는 효능감 지각이 높은 수준일 경우에만

메시지 수용이 높게 나타나며, 공포소구가 행동을 유발하였지만, 그 행동의 성격

은 효능감이 결정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메시지의 위협과 효능감 뿐만 아

니라, 메시지 수용도에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근심이나 숙명적 세계관 등의 개

인차 요인, 문화적 건강관련 행동 장애요인 등이 있다고 밝혀낸 연구도 있었다

(Witte, 1994). 그리고 메시지의 위협 제시에 있어서도 피부암(Stephenson, 1993),

유방암(Kline, 1995), 파상풍(Rodriguez, 1995) 등 점차 다양한 질병을 이용함으로

써 확장병행과정모델의 적용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 차동필(2006)은 에이즈의 위협정도와 효능감 수준에 따른 공포소구 메시지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저위협/저효능감 메시지의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을 제외하

고 나머지 메시지에 대한 효과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명일

(2007)은 공포소구와 메시지 측면성에 따른 에이즈 예방 캠페인 메시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메시지 콘돔 사용 태도 및 사용 의도에 가장 효과적인 유형을 살

펴보았다. 그는 연구를 통해 에이즈의 위협을 높게 설정하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한 반박적 양면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철은(2006)은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중독이라는 정신적 병리현상 예방에 효과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는

데, 연구 결과를 통해 위협과 효능감 수준에 따른 메시지 전달 효과는 수용자의

온라인 중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메시지 유형인 신문기사와 광고에 따라서

도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한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예방 가능성이 높

은 에이즈 등의 질병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신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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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장병행과정모델 개념 정리

개  념 정  의

위협(threat)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유해 요소

심각성(severity)
위협이 발생할 경우 나타날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개인

의 인식

취약성(vulnerability)
위협이 개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유발되는 

인식 

효능감(efficacy)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권고 반응의 효과성과 권

고반응 이행에 대한 개인의 신념 
반응효능감

(response efficacy)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권고 반응의 효과성에 관한 신념

자기효능감

(self efficacy)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권고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

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공포

(fear)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심각한 위협이 지각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차원의 내적 감정
보호동기

(protection motivation)

권고행동을 이행함으로써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을 제거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방어동기

(defensive motivation)

권고 행동에 대한 이행이 아닌 메시지 자체에 대한 심리적 

방어 전략의 선택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

위험통제반응

(danger control)

심각하고 관련성이 있는 위협을 권고 반응을 통해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보호동기를 유발시키

는 인지적 처리과정, 반응은 권고된 메시지에 부합되는 

신념, 태도, 행동의도의 변화

공포통제반응

(fear control)

요구된 반응을 수행할 수 없거나, 위협 해결에 비효과적

이라고 믿을 때 방어동기를 유발시키는 정서적 처리과정, 

반응은 권고된 메시지에 대한 저항과 방어적 회피를 통

해 공포를 감소시키는 대응적 반응

신적 질환 예방을 권고하는 메시지 전달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운동 참여를

권고하는 메시지 전달에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 시킨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운동참여 유발 메시지 기법이 도

출된다면 학문적 가치 뿐 만 아니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광고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1>은 확장병행과정모델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과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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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험인식태도모델(risk perception attitude framework)

위험인식태도모델은 가장 최근에 연구된 공포소구이론 관련 모형으로 Rimal

과 Real(2003)이 처음 고안하였다. 위험인식태도모델(RPA)은 기존 공포소구 모델

을 종합한 확장병행과정모델(EPPM)을 기본 전제로 하였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

를 보인다. 첫 째로, 확장병행과정모델에서는 메시지의 ‘위협(threat)’ 정도와 개인

에게 ‘인지된 위협(perceived risk)’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위험

인식태도모델에서는 메시지의 위협 정도가 같더라도 개인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위협 평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메시지의 위협과 개인에게 인지된 위협을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익진, 2010). 두 번째로, 확장

병행과정모델에서는 메시지 처리 결과 권고 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의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반면, 위험인식태도모델에서는 메시지 수용 결과에 대한 구체

적인 행동 의도, 메시지 정보 습득에 대한 의도 및 실제 행동 시간 등을 측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포소구 모델에서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지인 ‘보호동기’가 발생하여 메시지 수용이 진행된다고 보았지만,

실제로 ‘보호동기’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위험인식태도모델에서는 메시지 노출 수

용자들에게 보호동기가 유발 되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보호동기와 메시지 수용

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Rimal과 Real(2003)은 위험인식태도모델을 위험 인식(risk perception)과 효

능감(efficacy beliefs)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네 가지 형태의 집단으로 수용자를

구분하였는데, 이를 즉각대응집단(responsive group), 회피집단(avoidance group),

상황주도집단(proactive group), 무관십집단(indifference group)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로, 즉각대응집단(responsive group)은 메시지에 제공된 위험의 인식

수준이 높고, 또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믿음도 높

은 집단이다. 이들은 위험의 발생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신을 보

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취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다. 두 번째로,

회피집단(avoidance group)은 메시지에 대한 위험의 인식 수준은 높은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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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imal, R. N., & Real. K.(2003). Perceived Risk and Efficacy Beliefs as Motivators 

of Change: Use of the Risk Perception Attitude(RPA) Framework to Understand 

Health Behavior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3), 370-399.

<그림 8> 위험인식태도모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믿음은 낮은 집단으로, 이 집

단에 속한 사람들은 위험 발생에 대해 고려는 하지만, 이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하지 못하거나, 위험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게 된다. 세

번째로 상황주도집단(proactive group)은 인지된 위험이 낮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지만 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

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험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관심집단(indifference group)은 인지된 위험과 효능감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

으로, 이 집단에 속한 이들은 메시지에 제시된 위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

며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지식이나 능력 또한 미미하다.

Rimal과 Real(2003)은 위험인식태도모델을 적용하여 피부암에 대한 위험과

예방을 권고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위의 네 개의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연구는

메시지의 위험과 효능감에 대한 조작에 따른 집단과 통제집단과의 차이를 비교

하는 실험연구 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메시지 수용 집단을 네 개로 구분한 연구로 구분되었다. 연구 결과,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인 자외선차단제의 이용과 몸에 대한 자가 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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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행동이 즉각대응집단(responsive group)이 회피집단(avoidance group)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주도집단(proactive group)이 무관심집단(indifference

group)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에 대한 인

식을 높게 할수록 메시지 수용도가 높아져 예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위험인식태도모델 적용 연구로는 장익진(2010)의 인터넷 사용자의 위협

과 효능감 지각이 개인정보 유출 예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보호동기, 정보탐색, 예방활동 반응이 즉각대응집단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관심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위험인식태도모델의 기

본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식태도모델은 확장병행과정모델의 공포통제과정에 대한 연구는 제외

하고 위험통제과정만을 포함한 연구이며, 메시지의 위협 수준과 효능감 수준에

메시지 수용자들에게 보호동기가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직접 측정하

였고, 메시지 수용결과로 유발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공포소구 이론 관련 모델들이 주로 메시지의 조작에 따른 실험 연구를 주로

진행 한 반면, 위험인식태도모델은 실험 연구뿐만 아니라, 설문을 통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 공포소구이론 종합

초창기의 공포소구 이론은 공포동인모델이 고안되고, 평행반응모델과 보호

동기모델을 거쳐, 최근 확장병행과정모델(EPPM)과 위험인식태도모델(RPA)로 연

결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모델의 한계점이 보완되고, 새로운 변인이 추가되는 등

의 진보를 이루었으며, 모델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본 연구에서는 공포소구 이론을 이용한 모델 중 확장병행과정모델을 활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확장병행과정모델은 기존의 공포소구모델을 통합한 모델

로써, 메시지 구성요인인 심각성, 취약성, 반응효능감, 자기효능감을 명확하기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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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공포소구이론 종합

혀낸 보호동기이론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두 가지 메시지 처리과정을 명확하기

구분하였고 처리과정의 결정 요인도 밝혀내고 있다. 또한 확장병행과정모델에서

제시한 메시지 적응 반응인 위험통제반응과 메시지 부적응 반응인 공포통제반응

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 처리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호동기와 방어

동기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운동참여 권고 메시지 도출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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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병행과정모델과 운동참여 권고 메시지의 설득력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하여 운동참여 권고 메시지 전달 효과를 확인하고

자하는 본 연구에서 메시지의 설득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협’에 대한 개인

의 인식 정도와 운동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다. 먼저, 운동

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와 운동참여라는 행동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운동

불이행으로 유발되는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야 한다. 운동을 참여하지 않

아도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없다는 굳은 신념이 있는 개

인에게는 운동참여 권고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이 높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협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였을 지라도, 그 위협으로 인해 개인에게 유

발될 문제의 심각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운동참여 권고 메시지에 대한 설득

정도는 낮을 것이다. 반대로, 운동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유발될 위협에 대한 발

생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고, 위협으로 유발될 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한다면,

운동참여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위협에 대한 개념정의 및

결정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인이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인지해야 하는데, 운동수행에 대해 개인이 인

지하는 자기효능감은 운동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수

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동참여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는 개인의 운

동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 개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과 운동수행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 위협

1) 위협의 정의

위협이란, 개인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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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위험이나 유해 요소라고 정의 된다(Witte, 1996). 이러한 위협에 대한 자

각은 개인의 인지 및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동기가 되므로, 위협을 인지

시킴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개인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으며, 위협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차동필, 2005).

위협은 개인에게 공포(fear)를 불러일으키는 외부 가해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데, 개인에게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은 결국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지각된 위협과 공포심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Leventhal, 1971; Roger,

1975). 그러나 개인이 위협을 지각했을지라도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개인에게 인지된 위협과 공포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Witte, 1992).

위협인식으로 인한 개인의 공포심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위협을 인

지하게 되면, 이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Hovland 등(1953)은 인지된 위협은 개

인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부정적 동인(drive)이라고 보았으며, 만일 메시지에 위

협과 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행동을 함께 제시한다면 개인은 메시지 처

리 결과로 권고 행동을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권고 행동의 이

행으로 개인에게 위협 상황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제거되고, 이러한 결

과가 반복된다면, 개인은 그러한 위협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권고된 행동을 이행

하는 학습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2) 위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앞 서 제시한 개인에게 인지된 위협은 두 가지 요인인 심각성(severity)와 취

약성(vulnerability) 또는 발생가능성(susceptibility)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인들

의 강도에 따라 개인은 위협의 인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심각성

(severity)은 위협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나타날 유해성의 크기라고 정의 된다

(Witte, 1996). 만약 개인이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입게 되는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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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고 지각하게 된다면, 위협 상황을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

며, 반대로 위협이 발생으로 유발되는 해가 경미하다고 지각한다면, 위협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은 위협이

개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정도라고 정의 된다(Witte, 1996). 만약 개인이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 상황이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

각한다면, 위협 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높게 판단하게 되며, 반대로 위협 상황은

자신에게 절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각한다면, 위협 상황에 대

한 취약성을 낮게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위협 수준을 높게 인지하였다

는 것은 위협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모두 높게 판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협

수준을 낮게 인지하였다는 것은 위협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모두 낮게 판단하였

다는 것을 의미한다.

Rogers(1975)는 공포소구 메시지의 위협을 구성하는 요인을 메시지의 심각

성과 취약성으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두 가지 요인 모두가 메시지 위협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메시지 위협

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취약성에 대한 판단보다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심각성과 취약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고(Rogers & Mewborn,

1976), 개인의 메시지 위협 판단에 있어 심각성보다 취약성이 더욱 큰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한 연구(Muthusamy et. al., 2009)도 있었으며, 위협의 강도(수준)에 대

한 판단을 위협의 심각성으로 보고, 위협의 발생가능성을 위협 수준에 대한 판단

요인이 아닌 별도의 요인으로 설정한 연구(이시훈과 홍창선, 2004)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 수준에 대한 판단은 메시지로부터

유발된 개인의 심각성과 취약성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평가이며, 이 두 하위요인

모두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Witte, 1992).

3) 위협수준에 따른 메시지 설득효과 

메시지의 위협수준에 대한 평가는 메시지의 설득효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개인이 인지한 위협 수준의 높고 낮음이 메시지수용도의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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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Janis와 Feshbach(1953)의 실험 연구로써, 이들은 피

험자로 설정된 고등학생들에게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에 대한 위협

수준을 고, 중, 저 세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제시하고, 이들의 정서적 긴장

(emotional tension)과 권고사항(reassuring recommendation)을 받아들이는 정도

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충치로 가득한 치아들과 치주가 상한 구강 상태를 확

대한 사진을 사용한 고위협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높은 정서적 긴장을 보

였지만,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가장 약

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상한 구강상태를 보여주는 어떠한 사진도 삽입하지 않은

저위협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 집단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연구자들은 메시지의 위협 수준이 높을수록 설득효과는 낮

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Ray과 Wilkie(1970)는 후속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

으로 위협이 증가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들은 두 가지 유형의 효과를 촉진효과(facilitating effects)와 억제효과

(inhibiting effects)로 명명하였는데, 촉진효과는 위협소구로 인해 수용자가 메시

지에 대한 반응욕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협이 수용자의 반응욕구를 증

가시킬 수 있다면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비해 메시지에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촉진효과는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파

르게 상승하다가 위협 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그림 10>.

다음으로 억제효과는 지나치게 높은 위협으로 수용자에게 여러 가지 장해요

인을 유발하는 것으로써, 억제효과가 발생하면 수용자에게 정서적 긴장과 정서적

혼신(emotional interference)을 일으켜 메시지 내용의 수용을 중단시키고, 수용자

에게 강한 거부적 반응(responsive aggressiveness)을 야기, 수용자들이 커뮤니케

이터가 제시한 대안적 권고나 자신의 대안을 통해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

고 방어적 도피현상을 일으켜 후속 메시지의 내용을 외면해 버리기도 한다(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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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ay, M. & Wilkie, W.(1970). Fear: The potential of an appeal neglected by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34, 54-62.

<그림 10>위협수준에 따른 메시지 설득효과

지루, 1993). 억제효과는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상승하다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상승폭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그림 10>.

따라서, 촉진효과와 억제효과의 합으로 산출되는 위협 메시지에 대한 총효과

곡선은 역 U자 모양이 되는데, 이 곡선은 위협 수준이 높게 되면 메시지에 대한

설득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너무 낮아도 설득효과가 없으므로 어떠한 적정수준

(optimal level)을 유지할 때만 메시지의 설득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록 설득효과가 상승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다

양한 실험 결과도 있었다. Dabbs와 Leventhal(1966)은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도록

촉구하는 실험에서 파상풍에 대한 위협수준이 다른 세 가지의 메시지의 노출된

피험자들의 예방주사를 맞고자하는 의도와 실제 태도변화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파상풍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증상에 대한 설명 및 극도의

공포를 유발한 고위협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에게서 저위협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보다 예방주사를 맞고자 하는 의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많은 피험자들이 예방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안전운전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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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메시지 설득효과 연구(Niles, 1964), 금연을 권고하는 메시지 설득효과 연구

(Leventhal & Watt, 1966) 등 다양한 연구에서 위협과 설득효과의 정적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위협의 강도와 설득의 관계가 정적 또는 부적인 관계로 상이하게 나

타나는 이유를 김상훈(1996)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연구자들마다 위협수준을 고/저 또는 고/중/저로 구분하였고, 같은 고위협 메시

지일지라도 실제로 피험자에게 인지되는 위협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협

수준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위협수준 이외에

실험 집단, 주제, 그리고 실험물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셋째로 정보원의 신뢰도,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같은 변인들이 중재역할

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종속변인으로 피험자의 권고반응

에 대한 의도나 태도 변화로 설정된 연구가 있는 반면, 실질적인 행위변화로 설

정된 연구들도 있어 위협에 대한 설득효과가 정확한 기준으로 비교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협소구 효과는 위협으로 인해 야기된 긴장 수준이 어느 정도 일

때 설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

속되어 왔고, 그 결과 위협 수준 이외에 권고반응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 차이가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메시지에

대한 반응효능감이 메시지 구성요인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Rogers, 1975),

이 후 권고반응에 대해 개인이 인지한 자기효능감 또한 메시지 전달에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ippetoe & Rogers, 1987).

나.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정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언하기 위한 인지적

관점의 하나로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구상된 이론으로, ‘개인이 어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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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ndura(1977). Self-efficacy theor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그림 11> 자기효능감 이론

이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활동을

선택하고 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쏟으며,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에

직면했을 때, 이를 잘 대처하여 얼마만큼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하는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활동에 대한 결과 발생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높게 판단한 것으로 간주한다. 김보연(2010)은 자기효능

감을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 정도 또는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

로 보고, ‘지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 또는 ‘자기효능성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 자신감(specific self-confidence)라고

칭하고 이 개념을 심리학적 체계구성에 있어서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행동변화가 결국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에 있어서 자기 조절이나 동기, 정서적, 생리적 상

태와 관련 되며, 성취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는 크게 두 형태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기대 상황을 ‘효능기대(efficacy expectance)’와 ‘결과기대

(outcome expectancy)’로 명명하였는데, 효능기대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의미하고, 결과기대란 자신의 특정행동이 어떤 결과

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개인적 기대를 의미한다<그림 11>. 결과에 대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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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한 행동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후견(afterthought)

의 개념이고, 효능성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수행할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

신이기 때문에 선견(forethought)의 개념이다(김아영, 2007).

자기효능감 이론을 통해 개인에게 지각된 자기효능감 수준과 행동의 관계가

규명되었다. 이는 개인이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 때 그 행동을 자주 선택하고

이를 지속하며, 높은 효능기대감은 높은 동기수준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주어진 과제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즉, 자기효능감

이 낮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피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열성이 낮고, 설정한

목적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회피해야 하는 위협의 대상이 아닌 도전의 대상으로 받아

들이며 자신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더라도 포기하지 않

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목적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다.

2) 자기효능감 유사 개념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인간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개념들로는 자아개념(self

concept), 자존감(self esteem), 지각된 능력(perceived competence)등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이다. 이 개념들은 자기 자신

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으로 환경을 자각하고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

정해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표 2>.

그러나 각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우선,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기에게 부여하는 자기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

성들의 복합체로 정의함으로써, 환경에 따른 인지 차이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

한다고 볼 수 있으며(Bandura, 1986), 수행자의 행동에 대한 내적 타당성을 정확

히 예언하지는 못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존감은 개인에게 지각된 성격이나 특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정의되는데, 자존감은 자신의 속성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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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효능감 유사 개념 

개  념 정  의

자아개념

(self concept)

개인이 스스로 부여하는 자기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

성들의 구조물, 전반적인 자기 이미지에 관련된 것

(Bandura, 1986)

자존감

(self esteem)

자신의 지각된 성격 또는 특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이며 자신의 속성에 대해 은연중에 배정한 개인 가치

에 대한 평가(Bandura, 1986)

지각된 능력

(perceived competence)
현재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지식수준(윤희두, 1984)

자기 효능감

(self efficacy)

개인의 어떤 행동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 기대

(Bandura, 1986)

것을 의미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자기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Bandura, 1986).

마지막으로 지각된 능력은 현재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지식수준을 의미하는

데, 자기효능감은 고정된 행위이거나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인지하는 것

이 아닌,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하위기능들을 종합적인 행동방식으로 조직하는

생성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지각보다 행동변화에 있어 더욱 강력하게 영

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윤희두, 1994).

3)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Bandura(1977)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 개인적 경험을 통해 획

득되며, 자기효능감은 <그림 12>에서 제시된 네 가지 요인 즉, 성취경험, 대리경

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성 있고 중요한 요소로

써, 이는 정보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 만약, 개

인의 반복된 성공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효능감을 높이게 되며, 반대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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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ndura(1977). Self-efficacy theor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그림 12>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반복된 실패 경험은 효능감을 낮추게 될 것이다. 또한, 과제 수행 초기에 발생한

실패나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실패, 외부 방해요인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발생한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일단 성공이

반복되어 강한 자기효능감을 내재하게 되면, 개인에게 때때로 발생하는 실패는

인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력에 의해 실패가 극복되었을 경우 개

인의 자기효능감은 더욱 높아지며, 불안전한 상황에서의 수행으로 인한 성공적

성취는 안전한 상황에서의 성취보다 더욱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성공적 수행의

원인이 노력보다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인지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은 더욱 강해진

다고 보고하고 있다(Bandura, 1977).

두 번째로 대리경험은 타인이 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상상하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곽호근, 2006). 대리

경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자의 지시

(Takata, C., 1976), 대리자의 성공, 대리자와 관찰자인 자신의 유사성을 통해 자

기효능감을 유발시킨다(Kazdin, 1974; 1975).

세 번째로 언어적 설득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인들로

부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언어적 설득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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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직접적 성패 경험보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약하다. 또한, 언어적 설득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설득

자의 권위, 숙련성, 신뢰성 등에 대한 피설득자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Bandura,

1982).

마지막 네 번째로 정서적 각성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높은 수준의 각성인 긴장과 흥분 상태는 성공 가능성을 낮추어 자기효

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각성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도 집중을

방해하여 자기효능감에 낮추게 된다(Ruth, 1993).

종합하자면, 자기효능감은 비슷한 과제나 행동에의 성취경험(성공경험)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공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지만 네 가지 정보 자원은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되어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결정한다.

4) 자기효능감과 운동참여의 관계

확장병행과정모델에서 메시지 수용자들의 권고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메

시지 수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권고행도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경우, 메시지에 대한 수용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충분하다

는 긍정적인 인지를 보이고, 이러한 인지 과정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의지를 높

여서, 행동 수행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시된 메시지 권고 반응인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권고 반응

에 대한 태도 및 의도 변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운동에 대

한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를 통해 운동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인식 수준이 어떠

한 결과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Bandura와 Schunk(1981)는 자

기효능감 이론에 대한 연구를 스포츠 수행 상황에 적용하여, 스포츠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스포츠 선수 또는 운동 참가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개인의 운동수행에 대

한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 수행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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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자신의 실력보다 운동 수행이 떨어져, 낮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긍정적 인지를 통해 운동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보다 더 높은 수행능력을 보이고, 본인이 기대한 수행 결과 이상을 성취한다

고 주장하였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스포츠에 참여함에 따라 활동 중에 초래되는 것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의도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잘 조작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인간

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배병석,

2003),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또한, Fox와 Corbon(1989)는 특정 운동에

대한 수행을 성공하였을 때 그 수행에 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발달하고, 이것

이 일반적 신체능력에 전이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자

기효능감을 높여 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다.

운동 수행 상황에서의 개인의 인지된 자기효능감은 운동 수행을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및 참여 과정에서의 높은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메시지 권고 행동인 운동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

인식 정도는 개인의 운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및 운동 참여

또는 비참여 의향을 의미하는 참여 의도에 영향을 주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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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본 연구는 확장 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한 운동참여 메시지 전달에 있어 메시

지로부터 개인이 인지한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이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 서 제시한 이론적 배

경을 근거로 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1. 확장병행과정모델의 위협과 효능감수준이 메시지 수용

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Witte(1992)의 확장병행과정모델은 공포소구 메시지의 위협(심각성, 취

약성)과 효능감(반응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메시지 수용자들의 인식 차이가

메시지 처리 과정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메시지 수용도(권고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공포소구 메시지가 외부자극을 통

해 개인에게 인식되면, 위협이 주는 유해성의 크기에 따라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협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가성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취약성을 인식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이 낮아서 개인에게 사소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협에 대한 처리과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이 유해성이 큰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수

용자가 그 위협을 실제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여 메시지의 위협수준

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수용자는 메시지 처리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메시

지 처리과정의 선택은 수용자의 효능감 인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메시지의 효

능감 인식은 반응효능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반응효

능감이란 위협을 해결해 줄 것으로 권고된 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

고, 자기효능감이란 권고 행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지각

된 확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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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설 1a 및 가설 1b

가설1a.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위협 수준이 높

아질수록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1b.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위협 수준이 높

아질수록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만약, 메시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위협을 인식한 개인이 권고 행동이 위

협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하고, 즉, 권고행동에 대한 반응효능감을

높게 인지하고, 그 권고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판단하여 행동을 스스로

이행할 자신감이 높다면, 메시지는 ‘위험통제과정’을 통해 처리되며, 이 때 개인

은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이성적 해결에 치우치게 된다. 위험통제과정

을 통해 처리된 메시지는 대체로 권고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태도,

의도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로 나타난다. 반면, 메시

지로부터 높은 위협을 인식한 개인이 그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고 행동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 반응효능감을 낮게 인식하고, 권고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는 낮은 자기효능감 인식 상태에 있는 경우, 메시

지는 ‘공포통제과정’을 통해 처리되어, 개인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내재된 공포를

통제하는 감정적 판단에 치우치게 된다. 공포통제과정을 통해 처리된 메시지는

대체로 권고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개인은 메시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차

단해 버리는 방어적 회피, 위협을 겪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철저히 부정하는

거부, 공포소구 메시지에 대한 얹짢은 감정을 표출하는 반발을 표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운동참여를 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심

혈관계 질환에 대한 심각성과 취약성 정도로 구성된 위협수준과, 운동참여를 통

한 심혈관계질환 해결 효능감정도인 반응효능감과 개인의 운동참여에 대한 자신

감과 성공적인 기대인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효능감 수준이 메시지수용도에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표 3>과 같이 첫 번째 가설

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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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병행과정모델에서의 메시지처리과정에 따른 보호동

기와 방어동기의 매개역할

앞 서 제시한 확장병행과정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공포소구 메시지의 위협과

효능감인식 정도가 메시지 처리과정을 결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Witte, 1992).

위협에 대한 높은 인식과 효능감에 대한 높은 인식을 한 개인은 위험통제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고 위협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효능감에 대

한 인식이 낮을 경우, 개인은 공포통제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처리한다. 이 두 가

지의 메시지 처리과정으로 인해 개인은 상반되는 메시지 처리결과를 보이게 되

는데, 그 결과는 공포소구메시지의 위협과 효능감 인식으로부터 유발되는 수용자

의 행동 동기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수용자가 공포소구메시지로부터의 위협을 높게 인식하고, 권고 반응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식한다면, 수용자는 위협을 없애기 위해 권고 반응을 채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위협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행동동기인

‘보호동기’를 지니게 된다. 보호동기는 위협을 예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표현

되고, 위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에 대한 강한 소유로 나타나며 권고

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한다. 따라서 보호동기는 권고 반응을 이행하

는 방향으로 태도, 의도, 행동 변화에 대한 선행요인이 된다.

반면, 수용자가 공포소구메시지로부터의 위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

고, 권고 반응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인식한다면, 수용자는 위협으로부터 유발되

는 공포 제거에 초점을 맞춘 인지 과정으로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며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행동동기인 ‘방어동기’를 지니게 된다. 방어동기는 공

포소구 메시지의 높은 위협인식으로 유발되는 공포심으로 인해 메시지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거나, 위협이 자신에게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부정

해 버리거나, 메시지에 대한 불쾌함이나 반발심을 표출하고자 하는 동인이 된다.

따라서, 방어동기는 권고 반응을 불이행 하는 방향으로 태도, 의도, 행동 변화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통제과정과 반응통제과정을 통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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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 2a, 2b 및 가설 3a, 3b

가설2a.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

록 보호동기가 상승하여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2b.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방어동기가 메시지 위협 수준

과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3a.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

록 방어동기가 상승하여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3b.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보호동기가 메시지 위협 수준

과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처리과정에서 보호동기와 방어동기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공포소구메시지의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을 높게 인식한다면, 개인은 위험통제과정을 통해 메시지

를 처리하게 되고, 이 때 메시지 처리결과는 보호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

된다. 즉,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지한 수

용자 집단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협수준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보호동

기가 더 강하게 유발되어, 메시지수용도인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협수준을 높게 인식하였지만 효능감수준

을 낮게 인식한다면, 개인은 공포통제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고, 이

때 메시지 처리결과는 방어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심혈관계 질한 예

방을 위한 운동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인지한 수용자 집단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위협을 높게 인식할수록 방어동기가 더 강하게 유발되어, 메시지수용도인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로 다른 메시

지처리과정에서의 보호동기와 방어동기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다음<표 4>와

같이 가설 2a, 2b와 가설 3a, 3b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a, 2b 및 3a, 3b를 검증하기 위해 효능감수준 인식에 따른 집단별

연구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메시지의 위협수준과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보호동기와 방어동기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

로써 다음<그림 13>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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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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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변인 이름 정의

독립변인

메시지의 위협수준 메시지의 심각성과 취약성의 고/저

메시지의 효능감수준
메시지의 권고행동에 대한 반응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의 고/저

종속변인 메시지수용도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

매개변인

보호동기
메시지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강한 욕구, 권

고행동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방어동기
메시지의 위협으로부터 유발된 공포 해결 욕

구, 메시지 회피, 무시 및 반발 행동 욕구 

Ⅳ. 연구 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의 심각성과 취약성으로 구성된 위협 수준(고/저)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의 반응효능감과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효능감

수준(고/저)이 메시지수용도인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실험설계는 2×2(위협수준: 고위협/저위협, 효능감수준: 고효능감/저

효능감)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로 이루어졌다. 또한, 고효능감 집단과 저효능

감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보호동기와 방어동기라는 매개변인이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설계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여러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5>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성인 중 실

험 참여 의사를 밝힌 자로써, 총 16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

험물의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에 따라 구분된 4개의 집단에 40명씩 무작위로 할

당되었다<표 6>.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험물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동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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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 설문지 구분  

          위협 수준

효능감 수준    
   고위협     저위협

   고효능감     40개      40개

   저효능감     40개      40개

게 부여한 후 준비된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설문이 끝날 때 까지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실험자극물(stimulus material) 제작

본 연구에서의 실험물은 공포소구 구성 요소인 위협 수준과 효능감 수준을

높거나 낮게 조작한 네 가지 유형, 고위협/고효능감, 고위협/저효능감, 저위협/고

효능감, 저위협/저효능감의 공익광고로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실험물을 통해 제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여 심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실험물에 따른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고위협 실험물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게 되면 매우 심각하고 치

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유발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을 시 심혈관계 질환

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저위협 실험물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으로 유발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치료가 간단한

질병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크게 증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효능감 실험물의 경우 규칙적

인 운동참여는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저효능감 실험

물의 경우 운동 참여가 심혈관계 질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참여는 쉽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협 수준과 효능감 수준에 따른 조작을 제외한 실험물의 크기, 구성 형태,

글씨체, 어조, 포함된 정보량 등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연구자가 조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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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험물 조작점검 사전조사 결과 

조작 요인 평균
표준

편차
t 값 자유도

유의

확률
Cronbach’s α

심각성
고 6.22 0.61

5.04 28 <.001 0.741
저 5.13 0.57

취약성
고 5.78 0.85

4.53 28 <.001 0.818
저 4.53 0.65

자기효능감
고 5.87 0.92

4.91 28 <.001 0.918
저 4.18 0.97

반응효능감
고 5.98 0.84

3.31 28 .003 0.871
저 5.00 0.78

을 제외한 수용자의 메시지수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실험물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험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에 앞서 실험물은 위협 및 효능감 수준을 조작하기 위한 문구를 달리하여 두 차

례에 걸쳐 내용을 수정 보완 하여 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4편의 실험물

을 가지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물에 대한 인지된 위협의 심각성과 취약

성의 조작점검을 위해 사용된 문항은 각각 4문항으로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측정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실험물을 점검하였다.

선정된 실험물의 위협 수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고위협 실험물의 심각성

과 저위협 실험물의 심각성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28)=5.04 (M=6.22 vs M=5.13, p<.01)), 고위협 실험물의 취약성과 저위

협 실험물의 취약성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8)=4.53 (M

=5.78 vs M=4.53, p<.01)). 또한 심각성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0.74, 취약성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82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메시지의 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인 자기효능감과 반응효능

감의 차이에 t-test 검증 결과, 고효능감 실험물의 자기효능감과 저효능감 실험물

의 자기효능감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28)=4.91 (M=5.87

vs M=4.18, p<.01)), 고효능감 실험물의 반응효능감과 저효능감 실험물의 반응

효능감의 평균 차이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8)=13.52 (M=5.98 v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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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설문지 구성

변인 문항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독립변인

심각성 4 0.776

취약성 4 0.763

자기효능감 3 0.922

반응효능감 3 0.872

종속변인
운동참여태도 5 0.913

운동참여의도 3 0.889

매개변인
보호동기 4 0.884

방어동기 3 0.714

통제변인

광고호감도 4 0.947

광고신뢰도 4 0.783

건강상태 4 0.951

운동참여여부 1 -

신체활동량 1 -

운동관여도 1 -

건강관여도 1 -

인구사회학적변인

성별 1 -

연령 1 -

학력 1 -

전공 1 -

=5.00, p<.01)). 자기효능감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92, 반응효능감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87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7>. 따라서 사전조사를 통해 제작된 실험물을 본 실험에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3. 변인측정

본 연구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 <표 8>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메시지 위협 수준과 효능감 수준이다. 먼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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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위협 수준은 메시지의 심각성(severity)과 취약성(vulneralibility)으로 구성된

다. 메시지의 심각성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유해성 정도이며,

메시지의 취약성은 심혈관계 질환이 개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해 Witte(1996), 김여라

(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7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심각성은 “운동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운동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치

명적인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운동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

환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문항과 “운동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역코딩 문항을 포함한 총 4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취약성은 “나는 운동 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운동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과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역코딩 문항을 포함한 총 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인인 메시지 효능감 수준은 메시지의 자

기효능감(self-efficacy)과 반응효능감(response efficacy). 자기효능감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참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

이며, 반응효능감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자기효능감과 반응효능감을 측정

하기위해 Witte(1996), 김여라(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나는 계획한

대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반응효능감은 “누구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 될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운

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인 측정에 대한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검증을 통해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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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결과 심각성(Cronbach’s α=0.78), 취약성(Cronbach’s α=0.76), 자기효능감

(Cronbach’s α=0.92), 반응효능감(Cronbach’s α=0.87) 세부 측정항목돌이 변인을

대변함에 있어 신뢰도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메시지수용도는 운동참여의 태도 및 의도

로 운동참여태도는 Witte(1994, 1996)와 하철은(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다

–매우 좋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매우 바람직하다”,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매우 호의적이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매우 효과적이다”, “전혀 그럴듯하

지 않다–매우 그럴듯하다” 사이에서 본인의 의견과 가장 부합하는 항목에 체크

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운동참여의도는 Witte(1994)와 Sampson 등(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7점 척도로 구

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 할 계획이십니까?”,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

하십니까?”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인 측정에 대한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검증을 통해 확인하

였고 그 결과 운동참여태도(Cronbach’s α=0.91), 운동참여의도(Cronbach’s α

=0.89) 측정 문항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은 보호동기(protection motivation) 및 방어동

기(defensive motivation)이며, 보호동기는 심혈관계 질환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고 반응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방어동기는 심혈

관계 질환으로부터 유발된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메시지를 회피하거나 거부하

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보호동기 측정은 Rimal과 Re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싶다”, “나는 심혈

관계 질환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나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문항과 “나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역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방어동기 측정은 Murray-Johnson(2001), Witte(2000), 차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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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심혈관

계 질환 예방을 위해 무언가 생각하기를 회피하고 싶었다”와 “처음 광고를 접했

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생각하고자 했다”,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

각이 들었다” 두 개의 역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인 측정에 대한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검증을 통해 확인하

였고, 그 결과 보호동기(Cronbach’s α=0.88)와 방어동기(Cronbach’s α=0.71) 측정

문항 모두 변인을 대변함에 있어 신뢰도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 이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실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평소 운동 참

여 유무, 신체활동량, 운동관여도, 건강관여도, 개인의 인지된 건강상태를 측정하

였으며, 문항 구성은 Rimal과 Juon(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 참여자가 실험물에 대해 인지

한 신뢰도와 호감도 정도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변인

으로 측정하였다. 실험물의 신뢰도는 소현진(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변형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앞의 글이 전달하는 정보는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앞의 글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앞의 글이 전달하는 정보는 믿을 만하

다고 생각한다”, “앞의 글이 전달하는 정보는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총 4문항 이

다. 실험물에 대한 호감도는 조형오(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변형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귀하는 앞

의 글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흥미롭지 않다–흥미

롭다”, “주의를 끌지 않는다–주의를 끈다”, “관심이 가지 않는다–관심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호감이 간다” 사이에서 본인의 의견과 가장 부합하는 항

목에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통제변인 측정에 대한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광고호감도(Cronbach’s α=0.95),

광고신뢰도(Cronbach’s α=0.78), 건강상태(Cronbach’s α=0.95) 이상으로 각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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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변인을 대변함에 있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통

제변인의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분석을 사용하였다. 조작 점검은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실시하였고, 가설 1a와

1b의 메시지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의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이원공변량분석(two-way ANCOVA), 일원공변량분석

(one-way ANCOVA)을 이용하였으며, 공변량은 광고신뢰도평균(M=4.75), 건강

상태평균(M=4.60), 신체활동량평균(M=3.53), 건강관여도평균(M=4.59)으로 모든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가설 2a, 2b와 가설 3a, 3b인 메시지 처리과정에서

의 위협수준에 따른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 사이의 보호동기와 방어동기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적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지수는 사용빈도가 높은 지수인 normed 

(),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zimation), TLI(tuch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알아보는 지수인 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으며, SRMR은 0.06이하일 때 적합한 모형으

로 인정할 수 있고, RMSEA는 0.05이하일 때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0.08이하일

때 적합도를 충족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악의 모형인 독립묘형에서 연

구모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CFI는 0.9이상

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McDonald & Marsh, 1990; 김

주학, 2000)마지막으로 모든 값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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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대상자의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67 41.9

여자 93 58.1

합계 160 100

학력

고등학교졸업 2 1.2

대학교재학 55 34.4

대학교졸업 84 52.5

대학원재학 13 8.1

대학원졸업 6 3.8

합계 160 100

운동참여여부

참여 48 30.0

비참여 112 70.0

합계 160 100

Ⅴ.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7명(41.9%), 여자

93명(58.1%)으로 여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대상자 전체 평균

25.3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졸업 84명(52.5%), 대학교재학 55명

(34.4%), 대학원재학 13명(8.1%), 대학원졸업 6명(3.8%), 고등학교 졸업 2명

(1.2%)으로 대학교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운동참여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

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명(30%),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112명(70%)인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본인의 평균 신체활동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3점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운동에 대한 관심을 측정한 결과, 평균 4.36점으로 나타났고, 건강에 대

한 관심 측정 결과, 평균 4.59점으로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운동과 건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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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실험물 조작점검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유의확률

심각성
고 80 5.57 0.70

9.27 158 <.001
저 80 4.66 0.52

취약성
고 80 5.25 0.63

9.49 158 <.001
저 80 4.25 0.69

자기효능감
고 80 5.12 0.97

9.23 158 <.001
저 80 3.66 1.03

반응효능감
고 80 5.77 0.59

13.52 158 <.001
저 80 4.54 0.56

한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현재 인식

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전체 평균 4.60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참여자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 

제작된 실험물의 조작 점검(manipulation check)을 위해 메시지의 위협 수준

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인 심각성과 취약성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증해 본 결

과, 고위협 실험물의 심각성과 저위협 실험물의 심각성, t(158)=9.27 (M=5.57

vs M=4.66, p<.01), 고위협 실험물의 취약성과 저위협 실험물의 취약성,

t(158)=9.49 (M=5.25 vs M=4.25, p<.01)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심각성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78, 취약성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7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메시지의 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인 자기효능감과 반응효능

감의 차이에 대한 t-test 검증 결과, 고효능감 실험물의 자기효능감과 저효능감

실험물의 자기효능감, t(158)=9.23 (M=5.12 vs M=3.66, p<.01), 고효능감 실

험물의 반응효능감과 저효능감 실험물의 반응효능감, t(158)=13.52 (M=5.77

vs M=4.54, p<.01)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92, 반응효능감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87로 나타났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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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35.528 8 8.464 11.668 <.001
절편 34.439 1 34.439 90.487 <.001

신뢰도평균 6.208 1 6.206 16.379 <.001
건강상태평균 1.307 1 1.307 3.447 .065
건강관여도 3.241 1 3.241 8.550 .004
신체활동량 0.048 1 0.048 0.125 .724

위협 1.915 1 1.915 5.030 .026
효능감 11.096 1 11.096 29.155 <.001

위협*효능감 7.079 1 7.079 18.599 <.001
오차 57.471 151 .381
합계 4884.720 160

수정합계 92.999 159

R= .382(Adjusted R= .349)

3. 가설 1a 및 1b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메

시지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록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높아지며, 운동에 대한 효

능감 인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록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낮아질 것이다”이다. 먼저,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동

일한 효능감인지 집단에서 위협수준이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공변량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사용된 공변량은 광고신뢰도평균(M=4.75), 건강상태평균(M=4.60), 신체활동량평

균(M=3.53), 건강관여도평균(M=4.59)으로 모든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가. 메시지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이 운동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중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그림 14>과 같으며, 위협 수준과 효능감 수준의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상호작

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60)=18.6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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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태도에 대한 평균은 광고신뢰도(M=4.75), 건강상태(M=4.60), 신체활동량(M=3.53), 

건강관여도(M=4.59)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임.

 
<그림 14> 위협수준 및 효능감수준 상호작용효과(태도)

표 12.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고효능감
고위협 40 5.87 0.61

1,80 3.77 .048
저위협 40 5.70 0.65

저효능감
고위협 40 4.83 0.76

1,80 6.05 <.001
저위협 40 5.49 0.61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로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의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상

호작용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여, 동일효능감인지 집단에서 위협수준이 운동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공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표 12>의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고효능감에서의 고위협집단의 운동참여

태도의 평균값과 (M=5.87, SD=0.61), 저위협집단의 운동참여태도의 평균값

(M=5.70, SD=0.6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0)=3.77, p<.05). 다음으로, 저효능감에서의 고위협집단의 운동참여태도의

평균값과 (M=4.83, SD= 0.76), 저위협집단의 운동참여태도의 평균값(M=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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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운동참여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 결과 

source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59.331 8 7.416 14.641 <.001
절편 18.068 1 18.068 35.667 <.001

신뢰도평균 .814 1 .814 1.609 .207
건강상태평균 .009 1 .009 .017 .896
건강관여도 23.867 1 23.867 47.149 <.001
신체활동량 .009 1 .009 .017 .897

위협 .120 1 .120.093 .238 .627
효능감 12.396 1 12.396 24.470 <.001

위협*효능감 4.155 1 4.155 8.202 .005
오차 76.491 151 .507
합계 3796.667 160

수정합계 135.822 159

R= .437(Adjusted R= .407)

SD=0.6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0)=6.05,

p<.01).

따라서, 고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과 운동참여태도 간 정적관계가 성립함

을 확인하였고, 저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과 운동참여태도 간 부적관계가 성

립함을 확인하였다. 즉, 고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이 높아지면 운동참여태도

가 높아지는 반면, 저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이 높아지면 운동참여태도가 낮

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가설 1a 와 1b는 모두 지지되었

다.

나. 메시지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이 운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중 운동참여의도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결과는 <표 13>과 <그림

15>과 같으며,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의 운동참여의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60)=8.20, p<.01).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로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의 운동참여의도에 대한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여, 동일효능감 집단에서 위협수준이 운동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공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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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운동참여의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고효능감
고위협 40 5.30 0.81

1,80 5.94 .017
저위협 40 5.04 0.91

저효능감
고위협 40 4.31 0.92

1,80 2.36 .046
저위협 40 4.74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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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협

Note: 의도에 대한 평균은 광고신뢰도(M=4.75), 건강상태(M=4.60), 신체활동량(M=3.53), 

건강관여도(M=4.59)를 공변량으로 한 주변평균임. 

 
<그림 15> 위협수준 및 효능감수준 상호작용효과(의도)

분석결과<표 14>, 고효능감에서의 고위협집단의 운동참여의도의 평균값과

(M=5.30, SD=0.81), 저위협집단의 운동참여태도의 평균값(M=5.04, SD=0.91)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0)=5.94, p<.05). 다음으로,

저효능감에서의 고위협집단의 운동참여태도의 평균값과 (M=4.31, SD= 0.92), 저

위협집단의 운동참여태도의 평균값(M=4.74, SD=0.69)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0)=2.36, p<.05).

따라서, 고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과 운동참여의도 간 정적관계가 성립함

을 확인하였고, 저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과 운동참여의도 간 부적관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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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이 높아지면 운동참여의도

가 높아지는 반면, 저효능감집단에서는 위협수준이 높아지면 운동참여의도가 낮

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운동참여의도에 대한 가설 1a 와 1b는 모두 지지되었

다.

4. 가설 2a, 2b 및 가설 3a, 3b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2a는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위협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호동기가 상승하여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이며, 가설 2b는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방어동기가

메시지 위협 수준과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

다’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 가설 2a 및 2b 모형검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먼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에 있어 측정문항이 측정하

고자 한 바를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측정 변인들의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하였다. 고효능감 집단에 대한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들은 위협을 구성하고 있는 심각성 4문항, 취약성 4문

항, 보호동기 4문항, 방어동기 3문항, 운동참여태도 5문항, 운동참여의도 3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약성 측정 한 문항, 방어동기 측정 한

문항, 태도 측정 한 문항은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값이 0.7을 넘지 못하여,

변인을 설명하기에 타당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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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고효능감집단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제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 하였으며, 수정 연구모형 검증에 최종적으로

사용할 변수를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측정 변인들의 각 요인들과 변수와의 관

계를 설명해주는 요인 적재치 값이 0.7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에 포함된 모든 요인들은 임계치가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써, 각 요인들은 연구모형 검증에 포함시키기에 타당한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그림 16>, <표 15>.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1.203(=192.507 =160), SRMR=0.063, TLI=0.966, CFI=0.965, RMSEA=0.051

로 나타나, 적합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6>은 고효능감 집단의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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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고효능감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의 각 요인별 타당도 결과

요인 측정문항
표준오차

(S.E.)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

임계치

(Critical Ratio)

심각성

sev1 0.136 0.853 5.864

sev2 0.183 0.752 5.875

sev3 0.191 0.787 5.516

sev4 0.161 0.719 6.659

취약성
vul1 0.128 0.742 7.030

vul2 0.139 0.739 6.148

vul3 0.137 0.820 7.350

보호동기

pro1 0.154 0.845 7.303

pro2 0.168 0.924 7.954

pro3 0.152 0.847 6.982

pro4 0.214 0.753 4.167

방어동기
def1 0.292 0.780 4.040

def2 0.090 0.704 11.447

태도

att1 0.140 0.781 7.391

att2 0.165 0.903 8.561

att3 0.119 0.773 10.330

att4 0.181 0.744 7.106

의도
int1 0.117 0.923 9.847

int2 0.122 0.853 8.636

int3 0.117 0.790 10.472

NOTE: 요인적재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p<.01

표 16. 고효능감집단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

  SRMR TLI CFI RMSEA

192.507

(=160, p=.041)
1.203 .063 .966 .965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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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고효능감집단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SRMR TLI CFI RMSEA

226.514 

(=181, p=.012)
1.251 .071 .945 .953 .056

2) 경로분석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경로분석에 포함될 측

정항목을 설정하고 각 집단별 구조방정식 모형을 작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고효능감집단의 연구모형의 요인별 경로는 메시지의 심각성과 취약성

으로 구성된 위협수준이 높아지면 보호동기가 증가하여 운동참여태도와 의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고효능감 집단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 1.251(

=226.514, df=181), SRMR = 0.071, TLI = 0.945, CFI = 0.953, RMSEA = 0.056로

나타났으며, SRMR 값은 적합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모형

채택이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고효능감 집단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 <그림 17>과 <표 18>와 같다.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결

과를 포함하고 있다.

고효능감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위협과 보호동기 사이에는

양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준화 경로계수=0.84, p<.01), 보호동기와

태도(표준화 경로계수=0.59, p<.01), 보호동기와 의도(표준화 경로계수= 0.77,

p<.01) 사이에도 양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와 의도(표준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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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효능감 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표 18. 고효능감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위협 → 보호동기 0.776 0.840 0.139 5.580

보호동기 → 태도  0.441 0.585 0.125 3.530

보호동기 → 의도 0.939 0.769 0.165 5.680

위협 → 방어동기 -0.278 -0.604 0.087 -3.196

방어동기 → 태도 0.275 0.182 0.290 0.950

방어동기 → 의도 1.441 0.589 0.359 4.015

태도 → 의도 0.770 0.475 0.187 4.125

 p<.01,  p<.05

로계수=0.48, p<.01) 사이에도 양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효능감 집단에서는 방어동기가 위협과 메시지 수용도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위협과 방어동기(표준화 경로계수

=-0.60, p<.01) 사이에는 음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어동기와 태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어동기와 의도(표준화 경로계수=0.59,

p<.01) 사이에는 양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a는 지지된 반면, 가설 2b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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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저효능감집단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나. 가설 3a 및 3b 모형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3a는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메시지

위협수준이 높아질수록 방어동기가 상승하여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가 낮아질

것이다’이며, 가설 3b는 ‘운동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보호동

기가 메시지 위협 수준과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

을 것이다’이다. 따라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

구모형의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저효능감 집단에 대한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들은 위협을 구성하고 있

는 심각성 4문항, 취약성 4문항, 보호동기 4문항, 방어동기 3문항, 운동참여태도

5문항, 운동참여의도 3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호동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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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저효능감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의 각 요인별 타당도 결과

요인 측정문항
표준오차

(S.E.)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

임계치

(Critical Ratio)

심각성

sev1 0.135 0.794 9.756

sev2 0.134 0.770 6.898

sev3 0.142 0.747 6.679

sev4 0.158 0.743 6.678

취약성

vul1 0.156 0.717 5.918

vul2 0.154 0.799 6.543

vul3 0.163 0.773 6.349

vul4 0.183 0.690 5.877

보호동기
pro1 0.200 0.702 3.638

pro2 0.378 0.868 3.638

방어동기
def1 0.090 0.910 12.583

def2 0.089 0.902 11.970

def3 0.079 0.890 12.197

태도

att1 0.087 0.771 8.057

att2 0.079 0.842 9.111

att3 0.144 0.923 10.401

att4 0.082 0.835 8.889

의도
int1 0.079 0.860 10.219

int2 0.095 0.842 9.607

int3 0.101 0.893 10.643

NOTE: 요인적재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p<.01

정 두 문항, 태도 측정 한 문항은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값이 0.7을 넘지 못

하여, 변인을 설명하기에 타당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

들을 제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 하였으며, 수정 연구모형 검증에 최종

적으로 사용할 변수를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측정 변인들의 각 요인들과 변수와의 관

계를 설명해주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값이 취약성 측정 문항 중 하나를

제외하고 0.7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 적재치 값 또한 0.69로 타당하다

고 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적 요인분석에 포함된 모든 요인들

은 임계치가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냈다<그림 18>, <표

19>.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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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저효능감집단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

  SRMR TLI CFI RMSEA

204.531

(=160, p=.005)
1.278 .058 .948 .958 .064

표 21. 저효능감집단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SRMR TLI CFI RMSEA

214.541 

(=161, p=.003)
1.333 .064 .946 .954 .065

=1.278(=204.531, =160), SRMR=0.058, TLI=0.948, CFI=0.958, RMSEA=0.064

로 나타나, 적합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0>는 저효능감 집단의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 경로분석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경로분석에 포함될 측

정항목을 설정하고 각 집단별 구조방정식 모형을 작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

다.

저효능감 집단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 1.333(

=214.541 df=161), SRMR = 0.064, TLI = 0.946, CFI = 0.954, RMSEA = 0.065로

나타났으며, 모형 채택이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저효능감 집단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 <그림 19>과 <표 22>에 나타나 있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 및 유의

성 검증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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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저효능감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표 22. 저효능감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위협 → 방어동기 1.056 0.770 0.183 5.763

방어동기 → 태도  -0.389 -0.613 0.079 -4.901

방어동기 → 의도 -0.577 -0.848 0.081 -7.108

위협 → 보호동기 -0.323 -0.497 0.116 -2.790

보호동기 → 태도 0.142 0.106 0.150 0.945
보호동기 → 의도 0.031 0.022 0.112 0.280

태도 → 의도 0.086 0.080 0.840 0.401
 p<.01,  p<.05

저효능감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위협과 방어동기 사이에는

양의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준화 경로계수 = 0.77, p<.01), 방어

동기와 태도(표준화 경로계수 = -0.61, p<.01), 방어동기와 의도(표준화 경로계수

= -0.84, p<.01) 사이에는 음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효능감

집단에서는 보호동기가 위협과 메시지 수용도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위협과 보호동기(표준화된 요인적재치 = -0.50, p<.01) 사

이에는 음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a는 지지되었지만, 가설

3b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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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논의

본 연구는 Witte(1992)의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하여 메시지의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에 따른 운동참여 메시지 전달 효과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위

협수준을 메시지의 심각성과 취약성의 높거나 낮게 조작하고 메시지의 반응효능

감과 자기효능감수준의 높거나 낮게 조작함으로써 서로 다른 메시지가 수용자의

운동참여 태도 및 의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확장병행과정모델

에서는 수용자가 메시지 위협수준이 너무 낮게 지각한다면, 메시지에 대한 어떠

한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위협을 인지한다면, 메시지 처리과

정을 진행함을 전제하였다. 이 때 수용자는 메시지에 대한 효능감 인지 정도에

따라 위험통제과정과 공포통제과정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메시지 처리과정 중에

서 하나의 과정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는데, 메시지에 대한 효능감 인

지가 높다면 위험통제과정을, 반대로 메시지에 대한 효능감 인지가 낮다면 공포

통제과정을 통해 메시지가 처리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조작한 메시지에 수용자를 노출시킴으로써 위험통제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수용자의 위협수준 인지가 운동참여

태도 및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이 때 보호동기가 매개역할

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조작한 메시지에 수

용자를 노출시킴으로써 위험통제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설정한 상태

에서 수용자의 위협수준 인지가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고, 이 때 방어동기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는데 있었다. 실험 결과로 도출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운동참여 태도 및 의도에 대한 메시지의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

의 상호작용검증 결과, 효능감이 높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위협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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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사이에 정적관계가 나타나고, 효능감이 낮은 메시지에 노출

된 집단에서는 위협수준과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사이에 부적관계가 나타남으로

써, 가설 1a와 가설1b가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고효능감인지 집단에서는 위협수

준이 높아지면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 모두 높아지는 반면, 저효능감인지 집단에

서는 위협수준이 높아지면 운동참여태도 및 의도 모두 낮아짐을 의미하며,

Witte(1992)의 확장병행과정모델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공포소구 메시지 효과연구(Witte &

Morrison, 1995)와 수막염 감염 예방 관련 공포소구 메시지에서 위협과 효능감

지각이 대학생들의 권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Gore & Bracken,

2005) 등 감염과 관련된 연구에서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위협수준이 높아지

면 감염예방 태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위협수준이 높

아지면 감염예방 태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 광고

의 위협과 효능감 수준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Snipe

et al., 1999)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용한 연구 모두에서 수용자의 메시지 수용도

에 대한 위협과 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차동필(2006)은 에이즈와 관련한 공포소구 메시지의 유형별 효과를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 고위협/고효능감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설득효과와 고

위협/저효능감 및 저위협/고효능감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설득효과

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마다 서로 다른 질병이 사용되어, 위

협 수준을 높거나 낮게 조작하여도 질병 자체가 주는 위협의 차가 존재하며, 연

구들마다 위협 수준에 대한 조작을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별로 메시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인들이 달라

연구에 대한 결론 도출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효능감 수준이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위협수준과 메시지수용도

간의 관계에서 보호동기와 방어동기의 매개역할을 확인한 실험 결과, 먼저, 효능

감이 높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위협과 보호동기간 정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동기와 메시지수용도 사이의 정적관계가 확인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2a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자에게 메시지의 권고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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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방향으로 태도와 의도가 상승하는 것은 위협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보호

동기가 유발되었기 때문이라는 Rogers(197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Rimal과 Real(2003)의 연구에서 수용자의 보호동기는 위협수준과 효능감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위협수준은 낮고 효능감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더 많이 유발

되었으며, 행동에 대한 의도변화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지한 집단에서는 위협수

준이 상승하면 수용자에게 보호동기가 더 많이 유발되고, 보호동기는 결과적으로

수용자를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세 번째로, 고효능감 집단에서는 방어동기가 위협과 메시지 수용도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위협과 방어동기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b는 기각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Witte(1994)의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공포소구 메시지 효과 연구에서 수용자

의 메시지 효능감 인지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메시지 위협 인식의 주효과만을

알아본 결과로 메시지 위협 수준과 메시지에 대한 방어적 회피 욕구 간의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는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권고 반응을 이행함으로써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인 보호동기가 나타나며, 이러한 욕구가 클수록 메

시지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위협을 해결하려는 방어동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효능감이 높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

에서 보호동기와 방어동기는 서로 합산적관계에 있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권

고반응을 이행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동기가 더 많이 유발될수록 위협메

시지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려는 욕구는 줄어들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방어동기와 태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방어동

기와 의도 사이에는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호동기와 의도 간 표

준화 경로계수(0.77)가 방어동기와 의도 간 표준화경로계수(0.59) 보다 높게 나타

난 것은 수용자의 운동참여에 대한 메시지 수용도의 변화는 방어동기의 감소로

인한 영향보다 보호동기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효능감이 낮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위협과 방어동기간

정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어동기와 메시지수용도 간의 부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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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3a가 지지되었다. 즉, 저효능감 인지 집단에서는 위협

이 상승하면 수용자에게 더 높은 방어동기가 유발되고, 방어동기가 높게 나타날

수록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는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Witte(1996)의 생식기 혹 질환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권고 메시지 전달

실험 연구 결과인, 콘돔 사용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인지한 집단에서는 생식기

혹 질환에 걸릴 위협을 높게 인지할수록,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메시지에 대해

방어적으로 회피하려는 욕구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콘돔을 사용 하고자

하는 의도와 태도는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itte와

Allen(2000)은 높은 위협은 수용자에 따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

장하였으며, 공포심이 유발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회피하거나 거부함으

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고자하는 욕구를 보이고, 이러한 방어동기와 권고반응에 대

한 태도, 의도, 행동변화 간에는 부적관계가 있다는 주장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저효능감 인지 집단에서는 보호동기가 위협과 메시지수용도 사

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3b는 위협이 상승하면 보호동기가

유의하게 감소함으로써 완전히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 서 제시한

보호동기와 방어동기는 서로 부적관계가 있다는 Witte(1994)의 주장과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호동기와 수용자의 운동참여태도와 의도 사이의 상관

관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메시지에 대한 효능감을 낮게 인지한

집단에서는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 변화는 보호동기 감소가 야기한 결과

로 볼 수 없으며, 수용자에게 메시지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하려는 방

어동기가 유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메시지 처리과정에서 보호동기와 방어동기의 매개 역할이 명확하게 밝혀지

지 않았다는 것은 수용자의 메시지에 대한 위협과 효능감 인지 정도 외에 다른

요인들이 메시지 처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어지루(1993)는

보호동기 및 방어동기의 유발과 권고 반응의 이행은 권고 반응 이행 요구가 현

재 수용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 권고반응의 이행이 수용자에게 현재의 행위를 그만 두도

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방어동기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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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능감 인지가 낮은 집단에서 메시지 위협이

아무리 높아도 방어동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효능감 인지가 높은 집단에서

도 수용자에 따라서는 방어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적

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메시지 처리과정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시훈과 홍창선(2004)은 금연을 권고하는 메시지 설득효

과연구에서 메시지 위협과 효능감 뿐만 아니라, 개인의 불안 수준에 따라 효과가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Murray-Johnson 등(2001)은 에이즈 감염

을 예방하기 위한 공포소구메시지에서 수용자의 문화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집단적 성향이 강한 멕시칸 이주민들과 개인적 성향이 강한 아프리

칸 이주민들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 수용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

려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Mckay 등

(2004)은 노인에게 심장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메시지 전달에 있어 과거경험, 연

령, 과도한 긴장, 교육수준 등과 같은 변인이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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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운동참여를 효과적으로 권고하기 위한 메시지 개발전략을 살펴본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공포소구이론을 적용한 모델 중 확장병행과정모델을 이용하여 운

동참여를 권고하는 메시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이론을 체육학 분야에 처음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

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운동참여인구

의 증가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헬스커

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스포츠 경영학 분야에서 시도되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포소구이론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국민의 운동참여를

효과적으로 권고하기 위한 메시지 개발을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는 추후 체육

학 분야, 특히 스포츠 경영학 분야에서 유사 연구 수행을 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참여라는 행동유발에 대한

수용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운동참여 연구에서 중요시 다루어

져야 할 변인들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평소 건강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 운동에 대한 사전 경험, 운동에 대

한 관심 정도 등에 따라 개인의 운동 참여로의 행동 유발 정도가 달라질 수 있

다. 특히, 개인의 정서에 따라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유발되는 건강상의 문제

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운동참여 연구 시 개인의 정서 또한 운

동참여 관련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건강 및 운동 관련 실무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권고 메시지를 통해 운동참여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운동참여 광고의 제작이 국민의 건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건강 증진 관련 시책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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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참여 관련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국민의 건강

복지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스포츠 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운동

관련 광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관심이 참여로 발현될 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 이익이 창출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광고 제작을

통해 운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를 유

도하려는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광고를 제작할 때 메시지 전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 하여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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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든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통해 운동참여를 증대시

키기 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먼저, 수용자에게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수준을 높게

인지하도록 메시지를 구성해야 한다. 수용자에게 위협수준이 너무 낮게 지각된다

면 수용자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므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수용자에게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제작함으로써 수용자가 메시지

처리과정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수용자가 운동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제작해야 한다. 메시지에 나타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권고 반응을 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위협이 제거될 것이라고 믿으며, 수용자도 권고 반응을 이행할 수 있

다고 인지하게 되면 메시지는 위험통제과정을 통해 처리되며, 그 결과 메시지는

권고반응을 행하는 방향으로 태도 및 의도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메시지에 제시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고 반응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보호

동기가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권고 반응에

대한 효과를 낮게 인지하고, 수용자가 권고 반응을 이행할 자신감과 권고 반응

이행 후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낮다면 메시지는 공포통제과정

을 통해 처리되고, 그 결과 메시지는 권고반응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태도 및

의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강한 위협 인지가 수용자에게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메시지의 위협을 없애려는 강한 방어동기가 유

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자에게 운동참여를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

우 효과적이고, 수용자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건

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효능감을 인지시킴으로써, 방어동기가

아닌 보호동기가 수용자에게 유발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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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에 노출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메시지가 제작되어야

한다. 예컨대, 불안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용자에게는 효능감이 높은 메시지를

제시하여도 공포심이 극도로 작용하여 메시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메시지에 대한 위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용자의 운동참여에 대한 경험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

여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메시지의 위협 인지 정도와 관계없이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규칙적인 운동참여의 실패 경험이나,

운동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효능감을

높여주는 메시지를 제시하여도 운동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용자에게 운동참여를 유발하려면 일괄

적으로 메시지의 위협과 효능감 수준을 조작한 메시지가 아닌, 다양한 개인차를

반영한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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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 및 이를 반영한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참여를 권고하는 공익광고에 노출된 참여자의

위협 수준과 효능감 수준에 따른 운동참여 태도 및 의도 변화를 확인함에 있어

수용자에게 공포심이 유발되었는가를 측정하지 않아, 공포심의 유발 정도가 메시

지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장병행과정모델에서

공포는 메시지 수용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높은

위협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지라도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포심이 유발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위협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지라도 수용자에게

공포심이 유발될 수도 있다. 또한, 위협과 공포심은 유사하지만 상이한 개념으로

보았으며, 일부 연구(Witte, 1994)에서는 공포가 메시지 처리과정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공포 유발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위협

수준과 공포유발 정도의 관계, 공포와 메시지수용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공포통제과정에서의 방어동기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

해 방어동기 중 하나의 하위 변인인 방어적 회피만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확장병행과정을 적용한 선행연구(Witte, 1996; 차동필. 2006; 2007)에서는

방어동기의 측정항목으로 방어적 회피 이외에 메시지에 대한 거부, 반발, 위협

최소화 등 여러 하위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

변인들을 다양하게 측정함으로써 공포통제과정에서 위협과 메시지수용도 사이에

서 방어동기의 매개 역할을 더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위협 수준을 두 가지 수준인 높은 위협

과 낮은 위협으로만 구분하였다. 하지만, 위협이 메시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협 수준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위협 수준을 고/중/저위협의 세 단계로 설정한 연구에서는 고위협

메시지의 설득효과가 가장 높다는 연구(King & Reid, 1990; Laroch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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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되기도 하였으며, 중위협 메시지의 설득효과가 가장 높다는 연구(Ray &

Wilkie, 1970; 이진희 & 도선재, 2009)도 있었다. 따라서 메시지에 대한 위협수준

을 세 단계로 설정한다면 위협의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본 연구의 가설 2와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모수 하나를 설명하기 위

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며,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오차가 줄어들

고,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김대업, 2008). 본 연구의 모형별 하

나의 잠재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본 수는 평균 4개로 최소 기준치를 충

족하지 못하여 연구모형을 설명하기에 총 표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나의 잠재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관측변인이 3개 이상이 사용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인데(Hulland et. al., 1996),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요인 중 매개요인을 설명해주는 잠재변인이 각각 2개로 설정되어 모형을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잠재

변인 각각에 포함된 관측변인을 최소 3개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메시지 제시만으로 개인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운

동참여 및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는

메시지를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한 번의 메시지 노출에 따른 인식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제시하고 메시지 처리에 충분한 시간을 소

비할 수 있는 더욱 잘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메시지 설득효과를 측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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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No.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경영전공 김기한 교수님의 지도하

에 건강관련 광고에 따른 운동참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목

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

각에 따라 각 문항에 답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문

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김기한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윤리라

                                    연락처: 010-6400-1067

                                    이메일: lira.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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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ü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B. 귀하의 연령은?     ( 만         세 )

C.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학부)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D. 귀하의 전공은?

(                      )

다음 장으로 넘어가

계속되는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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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지금 시작하세요!

젊은 20대라 할지라도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는 3개

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심

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4배 이상 높아져, 일반인의 상식보다 발병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20대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20대에 발

생하게 되면 40-50대에서 발생했을 때 보다 더욱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합니다. 건강관

리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대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 40-50

대 보다 2.5배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20대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의 효과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에 참여한

다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

다.

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조사 결과, 운동 시작 후 일주일만 규칙적으로 참여하면 6개월 

이상 운동을 지속할 확률이 운동을 시작 하자마자 곧바로 그만두는 사람보다 1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일주일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

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복건복지부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마비의 37％를 예방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기 때

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고위협/고효능감

● 다음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작한 공익광고 포스터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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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20대에 발

생하게 되면 40-50대에서 발생했을 때 보다 더욱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합니다. 건강관

리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대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 40-50

대 보다 2.5배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20대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의 효과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에 참여한

다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

다.

사실 운동을 계획하고 두 번 이상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또 한두 번 운동 참여 후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험

으로 운동 시작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최근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동일한 강도와 시간의 운동을 하여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

질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섭취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큰 요소이지만 운동을 병행 하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

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고위협/저효능감

● 다음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작한 공익광고 포스터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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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지금 시작하세요!

젊은 20대라 할지라도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는 3개

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심

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15%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20대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중년에 발생할 경우보다는 위험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

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건강관리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대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40-50대에서 발생했을 때 보

다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완치가 되지만, 20대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의 효과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에 참여한

다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

다.

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조사 결과, 운동 시작 후 일주일만 규칙적으로 참여하면 6개월 

이상 운동을 지속할 확률이 운동을 시작 하자마자 곧바로 그만두는 사람보다 1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일주일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

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복건복지부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마비의 37％를 예방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기 때

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저위협/고효능감

● 다음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작한 공익광고 포스터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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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지금 시작하세요!

젊은 20대라 할지라도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는 3개

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심

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15%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20대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중년에 발생할 경우보다는 위험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

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건강관리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대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40-50대에서 발생했을 때 보

다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완치가 되지만, 20대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의 효과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에 참여한

다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

다.

사실 운동을 계획하고 두 번 이상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또 한두 번 운동 참여 후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험

으로 운동 시작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최근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동일한 강도와 시간의 운동을 하여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

질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섭취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큰 요소이지만 운동을 병행 하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

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저위협/저효능감

● 다음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작한 공익광고 포스터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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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
중립

이다
-->-- -->--

매우

그렇다

 1.  나는 계획한 대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운동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누구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운동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마음만 먹으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운동 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운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운동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누구나 운동부족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운동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

다음 장으로 넘어가

계속되는 문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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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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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호의적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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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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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럴듯하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럴듯하다

2-1.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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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2-2.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 할 계획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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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2-3.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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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앞의 글을 읽은 후 운동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

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생각하기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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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좋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좋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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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이다 매우 바림직하다

2. 다음 문항은 앞의 글을 읽은 후 운동에 대한 귀하의 의도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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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

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
중립

이다
-->-- -->--

매우

그렇다

 1.  나는 광고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무언
 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광고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무언  
 가 생각하기를 회피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광고의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광고는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무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심혈관계 질환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생각하고
 자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이 광고의 내용은 교묘하게 나의 생각을 바꾸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 장으로 넘어가

계속되는 문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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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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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 다음 문항은 앞의 글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

   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번호에 

   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앞의 글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1-1. 훙미롭지 않다 ←①---②---③---④---⑤---⑥---⑦→ 흥미롭다

1-2. 주의를 끌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⑦→ 주의를 끈다

1-3. 관심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⑦→ 관심이 간다

1-4.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⑦→ 호감이 간다

2. 귀하는 앞의 글의 내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
중립

이다
-->-- -->--

매우

그렇다

 2-1.  앞의 글이 전달하는 정보는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앞의 글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앞의 글이 전달하는 정보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앞의 글이 전달하는 정보는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귀하의 평소 운동 참여 및 건강 상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따라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치하는 문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2. 귀하는 현재 귀하의 신체활동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평소 운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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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

전혀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
중립

이다
-->-- -->--

매우

그렇다

 5-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2.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3.  나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4.  나는 내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평상시 건강유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으로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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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Health Communication Strategy to

Enhance the Public’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

A Test of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individuals’ perceived risk and

efficacy level of the health message affect the degree of message acceptance. Based

upon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theory,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rceived risk level and efficacy level on the attitude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port activities. To be specific, it was predicted that, in the

high-efficacy perceived group, the attitude toward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port

activities would increase as individuals' perceptions of risk increases; in contrast, in the

lowefficacy group, attitude toward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port activity was

predicted to decrease as individuals's perceptions of risk increases. In addition, it was

predicted that, in the high-efficacy condition, individuals' perceptions of protection

motivation would mediate the impacts of risk perception on the two dependent

variables, whereas, in the low-efficacy condition, it would be the perceptions of the

defensive motivation that mediate the impacts of risk perceptions on the two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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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verify these hypotheses, a 2(risk)-by-2(efficacy) full factorial experiment were

conducted. A total 160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rst, they were exposed to experimental stimulus, then the independent

variables(perceived risk and efficacy level of the message), the dependent variables(the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the participation of sport activity), and the mediating

variables(the degree of protection and defensive motivation arousal) were measur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COV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using SPSS 20 and Amos 2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rceived risk and efficacy level on the attitude toward, and

intention toward participation in sport activity. Also, under the high-efficacy condition,

the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was higher when

perceived risk was high rather than low. However, under the low-efficacy condition,

the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were higher when

perceived risk was low rather than high. Thes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es

predicting interaction between risk perception and efficacy level.

In addition the mediating hypotheses involving protection motivation and defensive

motivation were supported. Specifically, under the high-efficacy condition, the perceived

risk positively affected the degree of protection motivation, which in turn positively

affected the degree of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the participation of sport activity.

Also, under the low-efficacy condition, the perceived risk positively affected the degree

of defensive motivation, which in turn negatively affected the degree of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the participation of sport activity.

Key word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sport activity, fear appeal theory,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hreat, self-efficacy

Student Number: 2010-2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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