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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원 신뢰도1)는 설득 메시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이자 그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Choi & Rifon, 2002; Moore & Rodgers, 2005; Perloff,
1993). 설득 메시지의 하나인 광고의 경우도 정보원으로서 매체의 신뢰도를 결
여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무시나 회피의 대상이 되곤 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
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소비자
의 태도 및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
한편 설득지식모델2)에 의하면 소비자가 일생동안 계발, 축적해온 설득 지식
은 광고주나 마케터의 설득 시도(광고의 제시 등)에 대처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 즉, 소비자가 지닌 설득 지식은 소비자가 설득 메시지에 대처하
는 것을 도와주는 정보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설득 시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광고주나 마케터에 대해 축적해온
1) 정보원 신뢰도를 다룬 연구에서 정보원은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메시지 옹호인, 스폰
서, 매체로 개념화되어 다루어져 왔다(p.11의 선행연구 검토 부분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매체 신뢰도를 다루고자 한다.
2) 프리스타드와 라이트(Fristad & Wright, 1994)가 제안한 설득 지식 모델은 소비자가
설득 시도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설득 지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p.8의 선행연구 검토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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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지식, 즉 소비자의 설득 지식은 설득 메시지가 유발하는 효과 과정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Fristad & Wright, 1994). 여기서 설득 지식은 실
증연구에서 마케터의 설득 의도에 대한 지각이나 의구심등으로 구체화되어 다
루어져 왔다(김정현, 2005; Szykman, Bloom, & Blazing, 2004).
이상과 같은 설득지식모델이 소개된 이후 소비자가 지닌 설득 지식을 측정하
고 이와 관련 있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이 변인들이 설득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가운데
무어와 로저스의 연구(Moore & Rodgers, 2005)는 정보원 신뢰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정보원으로서 주로 제품 옹호인이나 조직(회사)의 신뢰도를 다루었다
고 지적하고, 정보원으로서 5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의 광고
신뢰도와 의구심(skepticism)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5대 매
체의 광고 신뢰도와 의구심을 조사하여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인터넷 순으
로 신뢰도가 높으며 이는 의구심과 정 반대의 순서임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무
어와 로저스의 연구는 소비자가 에이전트 지식을 많이 지닐수록 광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의구심은 높아진다는 것과, 에이전트 지식과 광고 매체
에 대한 의구심간에 미약하나마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연구자들이 한계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베이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매체
신뢰도와 의구심 간의 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득 상황에 일반화시
켜 받아들이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변인들간 관
계의 유의미성도 한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 지식에 대한 측정도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
문에 측정의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어와 로저스의 연구(Moore & Rodgers, 2005)가 변인들
의 측정 및 채택한 연구 방법 상에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변인들의 관계 및 이들이 설득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보원으로서 매체 신뢰도를
다룬 선행 연구들 및 설득지식모델에 의거하여 매체 신뢰도와 의구심, 지각된 설
득 의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예상하고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설득지식모델
프리스타드와 라이트(Fristad & Wright, 1994)가 제안한 설득지식모델은 설
득 지식의 본질과 계발 과정 및 소비자가 어떻게 마케터의 시도를 해석하고 평
가하며 이에 대처하는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설득 지식 모델은 각
설득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가 자신의 심리적 행동을 이끌어 가는지를 포함하
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설득 과정 전반에 대하여 배우는 소비자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확장된 설득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시간이 흐
르면서 소비자는 마케터가 사용하는 전술에 관하여 개인적인 지식을 축적해나
가는데, 이러한 설득 지식은 소비자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마케터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를 지각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소비자 스스로 목
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설득 대처 전략을 선택하여 설득 시도에 적응해가면
서 대응하도록 도와준다(김정현, 2006).
이 모델의 핵심 개념인 설득 지식은 스키마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
으며, 소비자들이 타겟, 에이전트(광고주나 마케터), 관찰자의 역할을 오가면서
지속적으로 계발, 축적해가는 일련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
득 지식은 마케터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소비자의 중요한 심리적 활동에 대
한 신념(주의, 이해, 확신 등), 마케터가 사용하는 전술의 적합성과 효과에 대한
신념, 이에 대응하는 자신의 전술에 대한 신념, 마케터의 설득 목적과 자신의
대응 목적에 대한 신념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설득 지식을 지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마케터가 사용하는 설득 전략
에 대해 통찰력을 지닌다. 즉, 소비자들은 단순히 이러한 설득 시도에 저항하기
보다는 개인적 관찰을 통해 스폰서와 제품의 질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광고주와 광고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은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광고주에 대한 소
비자 지식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를 통해 보아온 것 및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훈련과 지식을 통해 형성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제
품의 질보다는 광고 및 광고주의 신뢰성에 집중되도록 이끈다(김정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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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stad & Wright, 199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지닌 설득 지식은 설득지식모델이 소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캠벨과 컬마니(Campbell
& Kirmani, 2000)는 소비자들이 설득 지식을 언제 보다 활발히 사용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소매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작용하는 대인 판매 상황에서
소비자의 설득 지식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검증해주었다.
또한 에드워드, 리와 리의 연구(Edwards, Li & Lee, 2002)에서는 소비자들이
일상 행위에서 설득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너광고나 팝업 광고와 같이 친
입적(intrusive) 특성을 지닌 웹 광고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인터넷 팝업 광고와 같이 강제된 노출 상황을 방해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상호작용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강제된 노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
는지 및 온라인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광고인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최근에는 설득지식모델이 다양한 마케팅 연구에 적응 가능함을 보여주는 연구
가 수행되었다. 예컨대 하디스티 등의 연구(Hardesty, Bearden, Carlson, 2007)
는 마케터가 자주 사용하는 가격 전술에 대해 소비자가 지니는 설득 지식을 다루
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격 전술 관련 설득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지
식 측정 방법이 계발되었으며, 소비자들이 상이한 설득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
여주었고, 아울러 이러한 가격 전술 관련 설득 지식이 초과 비용 제안(surcharge
offers)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해주었다.
이상의 연구들 외에도 설득지식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이 모델의 이론적 타당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설득 매체의 의구심
의구심3)은 설득 커뮤니케이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
다. 일반적인 설득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에 접할 때 소비자들은 자
3) 의구심(skepticism)은 국내에서 회의주의로 번역되어 몇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완
석, 김현임, 2000; 심성욱, 2005, 2006). 여기서 회의주의는 ‘광고 주장에 대한 불신경
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고에 대한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의 안정적 특성
을 의미한다(Obermiller & Spangenberg, 1998). 본 연구에서는 개별 광고 주장에 대
한 신념이 아니라 매체 자체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의구심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신을 설득하려는 광고주의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주장하는 내용들
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광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서
도 의심을 하게 된다. 포드, 스미스와 스와시(Ford, Smith & Swash, 1990)는
광고 의구심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는 광고 주장에 대한 진
실성과 광고주의 동기에 대한 의심, 둘째는 광고의 정보 가치, 셋째는 특정 소
비자(어린이 등)와 제품(담배 등)에 대한 적합성.
이러한 의구심은 소비자가 지닌 설득 지식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맥락과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따라 변화하는 인지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Boush,
Friestad & Rose, 1994). 따라서 지속적인 개성에 해당하는 냉소주의
(cynicism)와 달리 맥락 지향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Mohr, Eroglu & Ellen,
1998). 포핸드와 그리어(Forehand & Grier, 2003)도 선행연구에서 의구심을
광고나 PR을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개인적
선유성향으로 정의되어왔으며, 의구심이 마케터의 동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의구심은 설득 지식 모델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스지크만 등의 연구(Szykman, Bloom, & Blazing, 2004)와 김정현의 연
구(2005)에서는 마케터가 사용하는 전술에 대한 소비자의 설득 지식이 설득 효
과를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 두 연구에서는 특히 설득 메시지 내용
을 정교화 할 수 있는 상황, 즉 소비자의 설득 지식이 활발히 이용되는 상황 하
에서 마케터의 설득 동기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될 경우 설득 효과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쉬 등(Boush, Friestad & Rose, 1994)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광고
에 대한 의구심과 광고주가 사용하는 설득 전술에 대한 신념간의 관계를 조사
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광고 주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
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에 대한 의구심은 광고 전술에 대한 이해도와 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즉 성인 수준의 광고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지닌 학생들의 경
우 광고에 대한 의구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앞서 언급한 무어와 로저스의 연구(Moore & Rodgers, 2005)에서는 설
득 지식의 역할에 대해 다루면서 이것이 5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
터넷)의 광고 신뢰도와 의구심에 대한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
다. 즉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에이전트에 대해 지닌 설득 지식이 많을수록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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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의구심은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설득 지식
과 광고 의구심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설득 매체의 신뢰도
정보원 신뢰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설
득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 즉 제품 옹호인(product endorser)의 특성으로서
이 경우 신뢰도는 전문성,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등과 관련한 일련의 지각에
의해 형성된다(Gaziano & McGrath, 1986; Rimmer & Weaver, 1994; Shaw,
1994). 이러한 제품 옹호인의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은 광고 신뢰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설득 메시지의 효과는 정보원 신뢰도에 달려있으며(Hovland & Weiss, 1951),
정보원 신뢰도가 높을수록 태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Kelman, 1961; McGuire, 1969).
둘째는 제품 옹호인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정보원을 제품 옹호
인으로 한정하여 보는 데에서 벗어나 메시지를 스폰서 하는 광고주로 보고 그
에 대한 신뢰도와 설득 메시지 효과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
경우 정보원으로서 광고주의 신뢰도는 광고주의 정직성과 진실성뿐만 아니라
광고주 또는 광고가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각에 기초
하여 정의되었다. 제품 옹호인 신뢰도를 다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원으
로서 광고주의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광고주 신뢰도가 메시지 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김정현, 2002; Herbig & Milewicz,
1995; Moore & Rodgers, 2005).
마지막으로 정보원 신뢰도는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의 신뢰도4) 차원에
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매체의 신뢰도는 메시지와는 별개로 매체 자체가
4) 매체 신뢰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매체 신뢰도는 정보원의 전문성,
성실성 등의 척도로서 사용하여 전반적인 매체 신뢰도를 다루거나, 뉴스 신뢰도 또는
저널리스트의 직무 수행이나, 언론사의 관행 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서 개념화 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뉴스 매체로서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호블랜드와 와
이스의 연구(1951)이래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부터 한국
언론재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뉴스 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을 포함하여 매체의 신뢰도 비교연구도 수행되고 있다(박상호, 성동규,
2005; Bucy, 2003; Schweiger, 2000).

얼마나 믿을만한가에 대한 지각에 기초한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체 신
뢰도를 말할 때에는 메시지 자체의 신뢰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나, 설
득 메시지가 대부분 매체를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매체의 신뢰도가
설득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광고 연구와 관련하여 매체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쇄
매체 광고의 신뢰도가 방송 광고보다 유용하며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
타났다(Haller, 1974; Somasundaran & Light, 1991). 존슨과 케이의 연구
(Johnson & Kaye, 1998)에서는 인터넷 매체보다 전통적 매체의 광고 신뢰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들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정보원으로서 매체 신
뢰도는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Bucy,
2003; Choi & Rifon, 2002; Kiousis, 2001).
이와 유사하게 앞서 살펴본 무어와 로저스의 연구(Moore & Rodgers, 2005)
에서도 정보원으로서 매체 신뢰도를 다루었다. 즉 이들은 정보원 신뢰도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 정보원으로서 주로 제품 옹호인이나 조직(회사)의 신뢰도를 다루
었다고 지적하고, 정보원으로서 5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의 광
고 신뢰도와 의구심(skepticism)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5
대 매체의 광고 신뢰도와 의구심을 조사하여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인터넷
순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이는 의구심과 정 반대의 순서임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소비자가 에이전트 지식이 많을수록 매체 신뢰도는 낮아지고 의구심
은 높아진다는 것, 광고에 대한 의심(suspicion)이 많을수록 매체 신뢰도는 낮
아지고 의구심은 높아진다는 것, 에이전트 지식과 광고에 대한 의심 간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에이전트 지식과 광고에 대한 의심 사
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나 이 관계의 강도가 강하지 않자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광고의 설득 의도를 약간 정도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연구 문제 및 가설
1)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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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 및 지각
된 설득 의도가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 모두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설득 매체의 신뢰도는 매체 의구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설득 매체의 신뢰도는 지각된 설득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 및 지각된 설득 의도는 설득 메
시지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설 및 설정 근거
먼저【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설정한【가설 1】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가설은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에 관한 것으로 신뢰
도가 낮을 경우 의구심이 크게 발생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연
구에서 정보원으로서 매체 신뢰도는 설득 효과와 정적 관계에 있으며, 매체에
대한 의구심은 설득 효과와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Kiousis, 2001;
Somasundaran & Light, 1991). 아울러 최근에 수행된 무어와 로저스의 연구
(Moore & Rodgers, 2005)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대 매체(TV, 라디오, 신
문, 잡지, 인터넷)의 신뢰도와 의구심(skepticism)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었
고 연구 결과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인터넷 순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이는
의구심과 정 반대의 순서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설득 메시지에
접한 경우보다 신뢰도가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접한 경우 매체에 대
한 의구심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낮은 매체가 전
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보다 매체 의구심이 적게 발생할 것이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설정한【가설 2】는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지각된 설득 의도에 관한 것으로 신뢰도가 높을 경우 메시지 의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매체 신뢰도와 지각된 설득 의도이
라는 두 변인을 한 연구에서 다루면서 이들 간의 직접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보원으로서 매체의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에서
매체 신뢰도가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
고, 설득지식모델을 다룬 연구에서 설득 효과는 지각된 설득 의도에 의해 좌우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김정현, 2005; Szykman, Bloom, & Blazing,
2004). 따라서 매체 신뢰도는 소비자가 지닌 중요한 설득 지식 및 에이전트 지
식의 하나로 지각된 설득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와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지각된 설득 의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3】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3-1】,【가설 32】,【가설 3-3】은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 지각된 설득 의도가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동안 매체 신뢰도
를 다룬 연구들 및 설득지식모델을 토대로 설득 지식과 설득 효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매체 신뢰도는 설득 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매체 의구
심과 지각된 설득 의도는 설득 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정현, 2002; Lafferty & Goldsmith, 1999; Moore & Rodgers,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고에 대한 태도를 설득 메시지에 대한 효과로 정의하
고(4장 2절 참조), 다음과 같이【가설 3-1】,【가설 3-2】,【가설 3-3】을 설
정하였다.
【가설 3-1】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보다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3-2】매체 의구심이 낮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3-3】지각된 설득 의도가 낮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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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개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86세이었으며 남학생 97명, 여학생 153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처치물로 사용할 설득 메시지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다이어트 기구 광고와 베개 광고)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신
문에 게재된 광고를 선정하여 A4크기의 인쇄광고물로 만들어 설문지에 앞서 피
험자에게 배포하였다.
한편 각각의 메시지에 대하여 매체 신뢰도를 조작하기 위하여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7가지 신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높은 매체로 <동
아일보>를, 낮은 매체로 <일요신문>을 선정하였다.5)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두 집단(각 125명)으로 나누
어 한 집단에게는 광고물들이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이라는 지시문이 있는 설
문지를, 다른 한 집단에게는 광고물들이 <일요신문>에 게재된 것이라는 지시문
이 있는 설문지를 나눠준 후에 광고물을 보고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각 집단
에게 먼저 다이어트 기구 광고를 본 후에 이에 대한 설문 문항에 답하도록 하
였으며, 이에 대한 작성이 끝난 후에 베개 광고를 보고 이에 대한 설문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검증에 앞
서 실험 처치의 타당도 및 측정 척도의 신뢰도와 기술통계치를 검토한 후에, 신
뢰도가 높은 매체의 메시지에 접한 집단과 낮은 매체의 메시지에 접한 집단 간
의 차이를 검증(【가설 1】,【가설 2】,【가설 3-1】)하기 위하여 t-test를 실
시하였다. 아울러 매체 의구심과 지각된 설득 의도가 메시지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가설 3-2】와【가설 3-3】)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7가지 신문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는데 그중 가장 높게 나타난 <동
아일보>의 경우 평균 4.5이었고, 가장 낮게 나타난 <일요신문>의 경우 평균 2.1이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의 신뢰도 조사여서 대체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마지
막 부분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고에 대한
태도를 설득 메시지의 효과로 보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Biehal, Stephens &
Curlo, 1992; Lafferty & Goldsmith, 1999)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토대로 다음
과 같이 구성하였다: ① 나는 이 광고가 마음에 든다. ② 나는 이 광고가 유익
하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이 광고를 친구에게 권하고 싶다.
두 번째 부분은 설득 매체에 대한 의구심을 묻는 부분으로 무어와 로저스의
연구(Lafferty & Goldsmith, 1999; Moore & Rodgers, 2005)에서 사용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① 나는 이 매체에 게재된 광고를 의심하는 편
이다.

② 나는 이 매체의 광고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 의존하는 편이다(역방

향). ③ 나는 이 신문이 광고 매체로서 올바른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역방향).
세 번째 부분은 지각된 설득 의도를 묻는 것으로 선행연구들(김정현, 2005;
Szykman, Bloom, & Blazing, 2004)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① 광고주들은 귀하가 제품을 사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을 둔
다. ② 나는 광고주들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들을 잘 알아차린
다. ③ 나는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동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네 번째 부분은 실험 처치가 잘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매체(<동아일보>와 <일요신문>)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① 나
는 <동아일보>(<일요신문>)를 신뢰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들을 묻는 것으로 성별, 연령, 전
공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5. 연구 결과
1) 실험 처치의 타당도 및 측정 항목의 신뢰도 검토
본 연구에서는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높은 매체로 <동아일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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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매체로 <일요신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 처치의 타당도를 검토
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해당 매체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를 물었는
데, 응답 결과 <동아일보>의 신뢰도(mean=4.67)가 <일요신문>의 신뢰도
(mean=1.9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df=248, t=21.56, p<.001) 실험 처
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태도, 광고 매체
에 대한 의구심, 지각된 설득 의도는 모두 2문항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는데, 그 결과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척도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6). 이에 따라 각
변인을 측정한 항목들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척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검토하였는데 <일요신문>에 게재된 광
고에 대한 태도의 평균이 중앙값 아래로 치우쳐 있고 <동아일보>와 <일요신
문> 모두의 경우에 지각된 설득 의도의 평균이 중앙값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 경우를 포함하여 대체로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어 가설 검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가설 검증 결과 및 논의
먼저 설득 매체의 신뢰도는 매체 의구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설정한【가설 1】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참조).
구체적으로【가설 1】은 매체 신뢰도와 의구심 간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 선행 연구들(Moore & Rodgers, 2005)을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
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보다 매체 의
구심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이어트 기기 광고와 베
6)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광고에 대한 태도

매체 의구심

지각된 설득 의도

다이어트

<동아일보>

.93

.88

.74

기구 광고

<일요신문>

.81

.72

.71

<동아일보>

.90

.89

.76

<일요신문>

.88

.80

.70

베개 광고

개 광고 모두의 경우에 있어 예상한 바대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
든 경우에서 <동아일보>에 접한 피험자 보다 <일요신문>에 접한 피험자의 매
체의 의구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다이어트 기기 광고: <동
아일보> mean= 4.19, <일요신문> mean= 6.16, t=17.61, p=.001 ; 베개 광고:
<동아일보> mean= 4.09, <일요신문> mean= 6.02, t=15.94, p=.001).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다이어트
기구 광고
베개 광고

평균

표준편차

<동아일보>

4.19

1.11

<일요신문>

6.16

.56

<동아일보>

4.09

1.14

<일요신문>

6.02

.72

df

t값

p

183.244

17.61

.001

208.301

15.94

.001

* Levene's test 결과 집단 간 변량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유
도(df)를 표기함

구분
다이어트
기구 광고
베개 광고

평균

표준편차

<동아일보>

5.41

1.01

<일요신문>

5.49

.68

<동아일보>

5.40

1.02

<일요신문>

5.49

.68

df

t값

p

217.671

.712

.477

215.569

.825

.410

* Levene's test 결과 집단 간 변량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유
도(df)를 표기함.

한편 【가설 2】는 설득 매체의 신뢰도는 지각된 설득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2】는 정보원으
로서 매체의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 및 설득지식모델을 다룬 연구들(김정현,
2005; Szykman, Bloom, & Blazing, 2004)을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
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와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지각된 설
득 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이어트 기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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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베개 광고 모두의 경우에 있어 예상한 바대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두 광고물 모두의 경우에 신뢰도가 높은 매체(<동아일보> 다이어트
기구 광고 mean=5.41, 베개 광고 mean=5.40)보다 낮은 매체(<일요신문> 다이
어트 기구 광고 mean=5.49, 베개 광고 mean=5.49)의 지각된 설득 의도가 다
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2】참조).
이는 앞서 기술통계치 검토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네 집단 모두의 경우에 있
어 지각된 설득 의도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체로 설득 의도를 잘 지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매체 신뢰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가설 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가설 3-1】과【가설 3-2】,【가설 3-3】은 설득 매체의 신뢰도
와 의구심 및 지각된 설득 의도가 설득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
보고자 설정된 것이다. 먼저 정보원으로서 매체의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을 토대
로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
고에 접한 경우보다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가설 3-1】
의 가설 검증 결과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
이어트 기기 광고와 베개 광고 모두의 경우에 있어 예상한 바대로 <일요신문>
에 접한 피험자 보다 <동아일보>에 접한 피험자의 광고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다이어트 기기 광고: <동아일보> mean=3.09, <일요신문>
mean=1.73, t=12.09, p=.001; 베개 광고: <동아일보> mean=3.44, <일요신문>
mean=1.91, t=13.17, p=.001). 따라서【가설 3-1】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다이어트
기구 광고

평균

표준편차

<동아일보>

3.09

1.07

<일요신문>

1.73

.66

<동아일보>

3.44

1.14

<일요신문>

1.91

.81

베개 광고

df

t값

p

205.024

12.09

.001

223.850

13.17

.001

* Levene's test 결과 집단 간 변량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유
도(df)를 표기함.

한편【가설 3-2】과【가설 3-3】은 매체 의구심과 설득지식모델을 다룬 연
구들(김정현, 2002; Lafferty & Goldsmith, 1999; Moore & Rodgers, 2005)
을 토대로 매체 의구심과 지각된 설득 의도가 낮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 매체 의
구심이 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3-2】)은 네 집단 가운데 하나
의 집단(<일요신문>에 게재된 베개 광고)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체 의구심의 Beta값이 <동아일보>의 다이어트 기
구 광고 -.389(p<.05), 베개 광고 -.363(p<.05), <일요신문>의 다이어트 기구
광고 -.169(p<.01)로 나타났다. 따라서【가설 3-2】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각된 설득 의도가 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요신문>
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설득 의도의
Beta값이 <일요신문>의 다이어트 기구 광고 -.297(p<.05),

베개 광고

-.531(p<.05)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가설 3-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
다(【표 4】참조).

구분

실험집단

예측 변인

Beta

다이어트
기구 광고

매체 의구심

-.389**

지각된 설득 의도

.109

매체 의구심

-.363

지각된 설득 의도

-.007

매체 의구심

-.169*

동아일보

R2

.392**

.154**

.362**

.131**

.395**

.156**

.565**

.319**

**

베개 광고

다이어트
기구 광고

R

**

지각된 설득 의도

-.297

매체 의구심

.074

지각된 설득 의도

-.531**

일요신문
베개 광고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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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한계
본 연구는 정보원으로서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을 다룬 연구들 및 설
득지식모델을 토대로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 그리고 지각된 설득 의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및 이 변인들이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득지식모델이 소개된 이래로 소비자의 설득 의도에 대
한 지각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구심 정도가 설득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김정현,

2005;

Edwards, Li & Lee, 2002; Szykman, Bloom & Blazing, 2004). 또 한편으론
정보원 신뢰도가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 및 정보원으로서 설
득 매체의 신뢰도 및 의구심을 다룬 연구도 수행되었다(Moore & Rodgers,
2005).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을 각기 다루고 있어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거나, 변인들의 측정 및 채택한 연구 방
법 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정보원 신뢰도
를 다룬 선행 연구들과 설득지식모델을 토대로 상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매체 신뢰도와 의구심 및 지각된 설득 의도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설
득 메시지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워 검증해보았
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연구문제 1】은 설득 매
체의 신뢰도가 매체 의구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가설 1】에서는 매체 신뢰도와 의구심 간에 부적 관계가 있음
을 보여준 연구들을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보다 매체 의구심이 적게 발생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다이어트 기기 광고와 베개 광고 모두의 경우에 있어
예상한 바대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가설 1】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연구문제 2】는 설득 매체의 신뢰도가 지각된 설득 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가설 2】에서는 정보원

으로서 매체의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 및 설득지식모델을 다룬 연구들을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
에 접한 경우보다 지각된 설득 의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다이어트 기기 광고와 베개 광고 모두의 경우에 있어 예상한 바대로의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체로 스스로 설득 의도를 잘 지
각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 신뢰도에 따른 지각된 설득 의도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가설 2】는 지지되지 못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연구문제 3】은 설득 매체의 신뢰도와 의구심 및 지각된 설득
의도는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는데【가설 3-1】에서는 정보원으로
서 매체의 신뢰도를 다룬 연구들을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
고에 접한 경우 낮은 매체가 전달하는 광고에 접한 경우보다 광고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다이어트 기기 광고와 베개 광고

모두의 경우에 있어 예상한 바대로 <동아일보>에 접한 피험자 보다 <일요신
문>에 접한 피험자의 광고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지지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가설 3-2】과【가설 3-3】은 매체 의구심과 설득지식모델을 다룬
연구들을 토대로 매체 의구심과 지각된 설득 의도가 낮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연구 결과 매체 의구심이 광고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네 집단(<동아일보>/<일요신문>) × 다이어트 기기 광고/베
개 광고) 가운데 <일요신문>에 게재된 베개 광고에 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설득 의도가 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요신문>에 게재된 다이어트 기구 광고와 베개
광고에 접한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일보>에
게재된 광고에 접한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가설
3-2】와【가설 3-3】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설득 매체의 신뢰도는 의구심과 부적
관계에 있으며 설득 메시지의 효과와는 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매체에 대한 의구심과 지각된 설득 의도도 설득 메시지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원 신뢰도 및 설득지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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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및 이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수행된 실증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
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설득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설득 효
과를 높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체 신뢰도와 더불어 매체에 대한 의구심
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실험 처치물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처치물은 실제 신문 광고
에 게재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피험자들이 사전에 이 처치물에 노출된 적이 있
는지의 여부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
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험 처치물을 다른 신문 기사들과 분리하여 기
사 없이 광고만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상적인 신문읽기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기사의 영향은 배제할 수 있으나, 신문 기사와 더불어
형성되는 매체 신뢰도의 측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본 연
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실험 연구로서 지니는 한계를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연구 결과의 일
반화 가능성 문제이다. 일반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실험 처치물을 두
가지로 선정하였으나 피험자를 대학생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일반화 가능성뿐만 아니라【연구문제 2】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매체 신뢰도와 지각된 설득 의도 간의 관계도 앞서 언급하였
듯이 대학생들의 지각된 설득 의도 수준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예상한 바대로
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득 매체의 특성을 신뢰도
뿐 아니라 의구심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설득지식모
델의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지각된 설득 의도를 포함시켜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다뤄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조금이나
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포괄적 관점에
서 설득 메시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수
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보다 일관성 있는 시각에서 설득 메
시지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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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tudies on media credibility & skepticism of media and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media

credibility,

skepticism

of

media,

and

perceived intention and identify these variables’ influence on the
effect of persuasive message. To this end, I set three research
questions, formulated hypotheses regarding them, and tested

the

hypothes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Question 1
is to know the impact of media credibility on skepticism of media. As
expected, those exposed to media with high credibility had less
skepticism of media message than those exposed to media with low
credibility. Second, Research Question 2 is to see media credibility’s
influence on perceived intention. As a result, study participants who
are university students thought that they well recognized persuasive
intention. Both those exposed to media with high credibility and those
exposed to media with low credibility well recognized persuasive
intention, thus media credibility didn’t create difference in perceived
intention. Third, Research Question 3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edia credibility, skepticism of media, and perceived intention on the
effect of persuasive message. As expected, those who saw an
advertisement in media with high credibility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advertisement than those who saw an advertisement in
media with low credibility. Moreover, there were four experiment

groups: those who saw an advertisement for a diet machine in
Dong-A Ilbo, those who saw an advertisement for a pillow in Dong-A
Ilbo, those who saw an advertisement for a diet machine in Ilyo
Shinmun, and those who saw an advertisement for a pillow in Ilyo
Shinmun. As a result, the impact of skepticism of media on attitude
toward the advertisement was meaningful for three groups except the
one group who saw the advertisement for a pillow in Ilyo Shinmun,
while the effect of perceived intention on attitude toward the
advertisement

was

meaningful

for

two

groups

who

saw

the

advertisements in Ilyo Shinmun. Overall, media credibility seems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skepticism of media, while having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ffect of persuasive message. Moreover,
skepticism of media and perceived intention seem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related to the effect of persuasive message. These study
results will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devising a persuasion
strategy to enhance persuasive effects.
Key words : media credibility, media skepticism, perceived intention,
persuasive knowledge model, attitude toward the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