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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strual levels and response levels on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against climate chang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moderating roles of consideration of future/immediate consequences(CFC/CIC). 

Previous studies that deal with the climate chang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al level 

theory have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explored other influencing variables 

affecting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on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climate change-related studies in that it investigated 

relationships among various influencing factors increasing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against climate 

change such as who the responsive subject is (i.e. response level), the medit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CFC/CIC. This study posed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by construal levels and response levels? 

* hamseungkyung@gmail.com

** leslie1982hj@gmail.com

*** kimyw@ewha.ac.kr, corresponding author

한국언론학보 
2020년 64권 4호 400∼435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0.64.4.011
http://www.comm.or.kr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0879/kjjcs.2020.64.4.011&domain=http://journal.comm.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해석수 과 응수 이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 401

Second, does psychological dista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Third, does CFC/CIC moderate the relationships in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a 2 (construal level: low vs. high) × 2 (response level: 

personal vs. societal) between subject factorial design experiment was conducted. Thus, four kinds of 

messages were produced, an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through online survey service. A total 

of 446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experiment from March 12 to March 17 in 202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construal levels and response levels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psychological distance, but CIC had a moderating effect. Specifically, in the high 

level of the CIC group, the personal response and high construal condition resulted in more 

psychological distance as well as lower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Future studies need to verify 

more concrete relationships between CIC and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in the climate change 

context since it is important to explore factors decreasing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as well as 

increasing the intentions respectively.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re may be many 

other interaction effects related to psychological distance in the context of construal levels and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against climate chang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were 

discussed following the research results.

Keywords: Construal level, Response level, Psychological distance, CFC/CIC,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against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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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가  세계 으로 응해 나가야 할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2015년 리 정(Paris 

Agreement)의 채택을 기 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발생과 그 원인에 한 논의는 일단락

되었고, 본격 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를 이기 한 행동을 구하는 응 체제가 출범하 다. 

특히, 기후변화가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 다는 것에 한 과학 인 근거와 합의가 도

출되었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응 정책과 련한 의사결정 역에서는 험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Pidgeon, 2012). 기후변화 험과 련하여,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

분 국가의 국민은 기후변화에 해 높은 우려를 표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도 기후변화가 일상생활, 사회경제 활동, 재산  건강에 심각한 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82%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실 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일보 여론조사, 

2019).

그러나 기후변화 험에 한 인식은 가변 이다. 실제로 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기후

변화가 아주 우려된다(very concerned)’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6년 81%에서 2009년 76%로 

감소한 바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Ratter, Philipp, & 

Storch, 2012). 이 게 기후변화에 한 우려가 감소한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트마시(Whitmarsh, 2011)는 기후변화가 미디어를 통해 지속 으로 다루어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후변화 자체를 과장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한 우려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기후변화 험 인식의 역동 인 속성을 연구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Poortinga, Spence, 

Whitmarsh, Capstick, & Pidgeon, 2011).

기후변화와 련한 커뮤니 이션 연구는 사람들의 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고, 나아가 응행동 실천과 정책지지를 포함하는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에 을 둔다. 험 인식과 응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석수 (Construal level)과 심리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이 범 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해석수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따르면(Trope & Liberman, 2010), 

개인의 주  경험인 심리  거리감에 따라 해석수 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상에 해 심리  

거리가 멀수록 추상 으로 해석하고, 심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구체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

다. 심리  거리와 해석수  간의 계는 역방향도 유효한데, 해석수 에 따라 심리  거리가 달

라지기도 한다(Liberman, Trope, McCrea, & Sherman, 2007). 상에 해 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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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경우 상에 한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낀다. 해석수 을 기후변화 맥락에 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해 추상 으로 설명하는 경우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는 경우 기

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끼게 함으로써 응행동 의도가 높은 것을 보여 다

(Confalonieri et al., 2007; Leiserowitz, Maibach, Roser-Renouf, & Smith., 2010). 

기후변화 응행동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응행동에 한 논

의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가 응수 (Response level)이다. 응수 에 한 논의는 기후변화

에 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이 필

요하지만, 이는 개인  실천이 제가 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 는 기후변화와 련한 응행동 

연구들에서 행동 주체가 개인 는 사회 체인지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 련 연

구에서 개인  응을 제시하는 경우 사회  응을 제시하는 것보다 환경오염을 이려는 응

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흠, 2013;박유식・경종수, 2003). 이는 개인  차원에

서 이익이나 손실을 제시하는 경우 구체 으로 받아들여 메시지 수용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단

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응행동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향을 개

인  차원보다 사회  차원으로 제시하는 경우 응행동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Spence & Pidgeon, 2010). 이러한 결과는 해석수  이론에 근거한 심리  거리와 응행동 

간의 계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사회  거리가 먼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 체의 실천을 강

조하는 경우 응행동 의도가 높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와 응행동 간의 계에

서 다양한 변인 간의 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같이 친환경 행동에 한 연구들은 시간 차원의 근을 요시한다. 기후변화  

친환경과 련한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 과 련된 것으로서 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래할지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련해서 선행연구들은 미래결과고려(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와 응행동 간의 계를 규명해왔다(Arnocky, Milfont, & Nicol, 

2014; Corral-Verdugo, Caso-Niebla, Tapia-Fonllem, & Frias-Armenta, 2017). 재 

행동이 미칠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는 수 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응행동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시간  차원을 고려한 미래결과고려 변인과 응행동 실천의 주체에 한 변

인으로서 응수 이 응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심리  거리와 응행동 간의 계로 확장

하여 응행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역동 인 계를 탐구해볼 필요성을 제기한

다. 심리  거리는 시간, 공간, 사회  거리를 포 하는 개념으로, 재에 나타나는 행동 결과보

다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시하는 경우 상 는 사건에 한 주  경험으로서 심리  거리

를 멀게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한 응 주체가 본인인 경우보다 불특정 다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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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인 경우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처럼 응수 과 미래결과고려 등과 같은 변인에 따른 심리  거리의 차이는 응행동 의도에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해석수  이론에 근거해서 해석수 , 

심리  거리, 그리고 응행동 간의 선형  인과 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해석수  이론에 근

거해서 기후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와 응행동 간의 계를 

규명하는 데 그쳤지만, 이 연구는 해석수  이론을 확장하여 심리  거리에 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인을 탐색하고 심리  거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응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

인 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혔듯이, 심리  거리는 다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

으로 기후변화 응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심리  거리의 매개효과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계를 탐색함으로써 기후변화 응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맥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문헌 연구 

1) 기후변화 응행동에 향을 미치는 해석수 과 응수  

해석수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따르면 상과 사건에 한 심리  거리에 따라 

상과 사건에 한 해석수 이 달라진다(Liberman, Sagristano, & Trope, 2002; 

Liberman & Trope, 1998; Liberman, Trope, & Stephan, 2005; Trope & Liberman, 

2003). 심리  거리는 특정한 상이나 사건에 해 주 으로 경험하는 정신 인 거리감이다. 

해석수  이론에서 심리  거리는 단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심리  거리는 공간과 지리  

거리, 시간  거리, 그리고 지각하는 사람과 상 간의 사회  거리 등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해석수 은 하 해석과 상 해석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상 수 의 해석은 상에 해 

추상 (abstract)인 속성으로 설명하는 반면, 하 수 의 해석은 구체 (concrete)인 속성에 

근거해 설명한다. 상 수 의 해석은 상의 본질 이고, 핵심 인 속성에 근거해서 설명하지만, 

하 수 의 해석은 부차 이고 맥락 으로 설명한다. 해석수  이론에서 심리  거리와 해석수

 간의 계에 한 설명에 따르면 상과 사건에 한 주  경험으로서 심리  거리를 가깝

게 느끼면 상과 사건에 해 구체  수 에서 부차 이고 맥락 인 속성에 주목해서 설명하지

만, 상과 사건에 해 주  경험으로서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면 상과 사건에 해 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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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맥락 인 속성보다는 본질 이고 핵심 인 속성에 근거해서 설명하게 된다. 특히 기후변

화와 련해서 선행연구들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

는 이유가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Lorenzoni & Pidgeon, 

2006). 기후변화가 시간 으로 재로부터 먼 미래에 발생하고, 지리 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

에서 먼 곳에서 발생하고, 자신 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응행동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버만 등(Liberman et al., 2007)은 심리  거리가 해석수 에 향을 미치는 계를 

반  방향 즉, 해석수 이 심리  거리에 미치는 향에 심을 두고, 해석수 에 따라 심리  

거리의 지각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해석수 , 활동의 유형, 행  주체(자신 는 타

인)를 각기 다르게 조작한 네 가지 실험 연구를 통해, 추상  수 의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보다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느끼게끔 진한다고 밝혔다. 를 들어, 행 의 상 목표

인 ‘왜’ (하 목표인 ‘어떻게’가 아니라)에 해 생각하고, 행 를 그 성질(행 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로서 표상하고, 행 의 추상 인 측면(구체  측면이 아니라)에 해 생각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  그 행 가 더 먼 미래에 수행될 것으로 기 하게 만들었다. 실제 실

험에서 같은 행 에 해 한쪽은 더 추상 으로 표 하고( : ‘ 기료를 내다’), 다른 한쪽은 더 

구체 으로 표 하는 경우( : ‘ 기회사에 으로 지불하다’), 추상 으로 표 한 경우에 이 

행 가 더 먼 미래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  거리가 해석수

에 미치는 계는 일방향 인 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인 순환  계에 한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리  거리와 해석수  간의 계는 서로 상 계를 갖고 있으며, 심

리  거리와 해석수  간의 계가 반드시 시간 으로 먼  발생해야 가능한 계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상과 사건에 한 설명이 상 수 인 추상 으로 제시되거나 하 수 인 구체

으로 제시되는 경우 상과 사건에 한 주 인 경험인 심리  거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후의 변동은 자연  상이지만, 기후변화는 인  원인에 의한 이상 상으로, 이에 해 

과학 공동체들이 97% 이상 동의한다(Cook et al., 2013). 온실가스 배출은 평균 기온을 상승

시키고 기후 변동을 증가시킨다(Crowley, 2000). 하지만 걷기, 자 거 타기 등의 친환경 행동

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Bruger, Morton, & Dessai, 2015; Gatersleben, Steg, 

& Vlek, 2002). 이러한 행동은 기후변화 결과에 응하기 해 의식 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러한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기후변화 응 행동을 진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요하다

(Broomell, Budescu, & Po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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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응하는 방법은 완화(mitigation)와 응(adaptation)으로 구분된다(정윤

지․하종식, 2015).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응은 재 나타나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측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자연

 는 인  시스템을 조 해서 그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기후변

화와 련한 응행동 연구에서는 자연 이거나 인 인 시스템을 조 해서 기후변화를 감소시

키는 응 활동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에 지 약 가 제품 사용, 재활용품 

사용하기, 자동차 이용 이기 등 완화 행동을 응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Corral-Verdugo et 

al., 2017). 따라서 기후변화 해석수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 로 한 연구

들로서 자연  는 인  시스템을 조 하는 활동인 기후변화의 응보다는 탄소배출을 감소

시키기 한 개인 수 의 다양한 응행동 의도나 정책지지와의 련성을 분석하 다. 연구 결

과, 기후변화의 지역  피해, 지역과 련한 활동들, 탄소배출 감소를 한 목표 등을 구체 으

로 제시하는 경우, 환경 문제를 이려는 노력이 증가했다(Kates & Wilbanks, 2003). 기후변

화를 구체 으로 상화(visioning)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은 기후변화 응행동의 필요성을 자

각하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증가시켰다(Sheppard, 2005). 지역의 기후변화를 시각 으로 제

시해 특정 장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제시할 때, 기후변화 응행동이 부재한 심각한 상황, 최

소한의 응행동이 존재하는 온건한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 응행동을 극 으로 진행하는 공

동체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후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의 향을 의식하고, 응행동이 필요하다

고 자각하고,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는 추상 인 해석수 과 탄소배출을 경감시키려는 응행동 간의 계는 해석수

에서 제시하는 바람직성(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

다. 목표와 수단은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향을 미친다. 해석수  이론에서 추상  수

의 목표와 구체  수 의 수단은 바람직성(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과 련된

다(Trope & Liberman, 2010). 추상  수 으로서 목표는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에 태도를 결정하는 데 향을 미치지만, 하 수 의 구체  수단은 실행 가능성에 단하는 데 

향을 미친다. 이러한 해석수  이론을 기후변화의 향에 용하게 되면, 기후변화의 향을 

추상 으로 설명하는 경우 기후변화에 한 태도와 련되지만, 기후변화의 향을 구체 으로 

설명하는 경우 실천 가능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한 해석수 과 응행동 

간의 계를 측해볼 수 있는데, 기후변화를 추상  수 으로 제시하는 경우보다 구체  수 으

로 설명하는 경우에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응행동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응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행동의 주체에 한 논의 역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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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기후변화는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공동체의 문제인데, 응행동을 증가시키기 해서 그 주

체를 어떻게 근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개인과 사회 수

으로 구분하여 메시지 효과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는데, 사회  차원으로 제시하는 경

우 응행동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Spence & Pidgeon, 2010). 하지만 개인의 이익

이나 손실을 심으로 제시하는 경우 개인  련성이 높고 구체 으로 받아들여져 메시지 수용

성이 높았다(김종흠, 2013). 환경 련 공익 고에서 사회 체의 실천을 강조하는 고보다 개

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고가 환경 보호에 호의 인 태도  행동 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식・경종수, 2003). 기후변화 맥락에서도 리카드, 양, 서, 그리고 해리슨(Rickard, 

Yang, Seo, & Harrison, 2014)은 책임 귀인에 근거해서 기후변화 응의 주체를 개인과 사

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와 련한 험정보탐색  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는데, 여름에 에어컨 사용 자제와 같은 개인  차원의 

응을 강조한 경우 탄소세 부과와 같은 사회  차원의 응을 강조한 경우보다 더 체계 인 정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련 행동의 응 차원을 개인 는 사회로 구분할 때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는 다른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는데, 김혜인과 김 욱(2018)은 환

경 커뮤니 이션 맥락에서 이슈에 한 여도가 낮은 경우 사회  차원을 강조한 경우보다 개인

 차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 의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이처럼 환경 는 기후변화와 련해서 선행연구들은 소구, 책임 귀인, 여도 등에 근거해

서 사회 체보다는 개인  실천 는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 응행동과 련한 행동들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선형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는 응 

행동의 주체 즉, 응수 이 개인 는 사회 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응수 에 따른 응행동 의도의 차이는 해석수  간의 계로 

확장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를 구체 으로 설명하는 경우 추상 으로 설명하는 경우보

다 응행동 의도가 증가하고, 사회  수 의 노력보다 개인  수 의 노력이 응행동 의도를 

증가시키는 계에서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측된다. 즉 기후변화를 구체 으로 설명하고 기후

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개인  수 의 응을 제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를 추상 으로 설명하

고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을 제시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에 따라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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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수  그리고 응수 과 심리  거리 간의 계, 심리  거리와 응행동 간의 계

기후변화는 요한 이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지속 인 행 를 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 심의 원인은 기후변화가 심리 으로 멀게 느껴지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Leiserowitz, 2005).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지리 으로 먼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시간 으로 

미래의 일이며, 사회 으로 자신과 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 다면 

어떻게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일 수 있을까? 먼 , 해석수 에 근거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기후변화를 구체 으로 설명하는 경우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Liberman et al., 2007). 해석수  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기

후변화를 이미지와 지역을 결합해서 구체 으로 제시하는 경우 개인 인 사건으로 지각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Neill & Nicholson-Cole, 2009). 기후변화를 추상 으로 제

시하는 것보다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맥락 으로 제시하는 경우 기후

변화를 개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

람들이 사건 는 상에 한 설명 수 을 구체 이고 맥락 으로 제시하는 경우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해석수  이론(Spence, Poortinga, & Pidgeon, 2012)에 부합하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해석수 과 심리  거리 간의 계는 일상 인 맥락에서도 악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 재와 시간 으로 가까워질 때까지 구체 으로 

악하는 것을 미루게 된다. 미래 사건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시간

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사건의 구체 이고 세부 인 내용과 사건

이 발생하는 맥락에 집 해서 설명하면 추상 이고 탈맥락 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 으로 

가깝다는 주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를들어 기후변화의 부정 인 향을 일상의 맥락에서 

구체 으로 설명하는 경우 기후변화의 부정  향을 이론 이고 원론 으로 설명하는 경우보다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느낄 수 있다. 

기후변화의 응수 과 심리  거리 간의 계를 악하기 해서 개인  련성

(relevance)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  련성이 높은 정보를 처리할 때 주변 이기보다 체

계 으로 처리하고 감정 , 인지  개입을 진시킨다(Maio & Haddock, 2007; Petty & 

Cacioppo, 1979).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해서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경우 사회  실천을 

강조하는 경우보다 기후변화 행동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좀 더 실재 으로 만든다. 심리  거리

는 자신, 여기, 재로부터 멀거나 가까운 것을 단하는 주  경험이므로, 기후변화를 한 

개인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실재 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

리를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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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와 응행동 의도 간의 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심리  거리가 가깝게 처치된 메시지를 한 피험자들이 심리  거리가 멀게 처치된 메시지를 받

은 피험자들보다 기후변화 응행동에 참여가 높았다(Jones, Hine, & Marks, 2017). 기후변

화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지각하는 경우 기후변화에 한 감정 이고 인지 인 

여를 높이고, 기후변화 응행동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한 생각을 높인다. 반면 기후변화의 

향이 먼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느끼게 되면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행동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해서도 심리 으로 낮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스카넬과 기포드(Scannell & Gifford, 

2013)도 심리  거리감을 달리 처치한 실험 연구에서 심리  거리에 따라 기후변화 응행동 의

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지역 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향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향을 제시한 결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사건에 한 

응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련한 사건 는 상에 한 심리  거리와 

응 행동 간의 계에서 뤼거, 몰튼, 그리고 데사이(Brugger, Morton, & Dessai, 2016)

는 심리  거리가 직 으로 사람들의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지만, 직 인 향보다 의사결

정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리  거리가 먼 조건의 피험자들은 기후변화 

응행동 실천을 결정할 때 회의감에 의존한 반면, 심리  거리가 가까운 조건의 참가자들은 기후

변화의 부정  향에 한 두려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심리  

거리가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하지만, 심리  거리와 응행동 의도 간에 변수들

의 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2.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이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심리  

거리가 매개하는가?

3) 미래/즉각  결과고려(CFC/CIC)의 조 효과

환경  문제는 비용과 혜택 간의 갈등도 련되지만, 장기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 는 단기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에 한 갈등도 련된다(Milfont & Gouveia, 2006). 이러한 이유

로 환경 사회 문제에 한 연구들은 시간  근의 요성에 해 논의해왔다(Hendrickx, 

Poortinga, & van der Kooij, 2001).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래 지향 인 사람들은 과거 지

향 인, 재 는 단기  미래에 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지속 인 행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Milfont, Wilson, & Dini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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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측면에서 근하는 친환경  행동 연구들은 개인들의 미래 지향성과 환경을 보호하

려는 결정 는 행  간의 계를 밝 왔다. 친환경  행동과 시간  측면 간의 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미래결과고려(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CFC, 이하 

CFC)이다. CFC는 사람들이 재 행동의 잠재 이고 미래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 사람들이 잠

재 인 결과에 향을 받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Strathman, Gleicher, Boninger, & 

Edwards, 1994). CFC와 환경과의 련성 연구에서 CFC가 높은 사람들은 재활용을 많이 하

고(Ebreo & Vining, 2001), 자원 문제에 해 력하고 (Joireman, Posey, Truelove, & 

Parks, 2009),  교통수단을 선호한다(Collins & Chambers, 2005; Joireman, Lange, 

& Vugt, 2004). 재 행동의 미래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는 수 이 높을수록 그 지 않은 사람

들보다 환경 문제에 해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며, 이러한 우려는 환경과 련한 행동에 향

을 미친다. 이처럼 미래에 벌어질 결과를 고려하는 수 이 높을수록 미래를 해 환경을 훼손하

지 않고 유지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 

선행연구들은 CFC와 환경 련 행동 간의 계를 분석하면서, CFC가 단일 차원의 개념

인지 는 다차원의 개념인지에 한 논의를 함께 다루었다. CFC를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근

하게 되면, 미래의 결과에 한 지향성이 낮다는 것은 즉각  결과에 해 지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미래의 결과에 한 지향성이 낮은 것과 즉각  지향성이 높은 것은 동일한 의미가 된

다. 하지만 장기 인 미래 결과에 한 고려가 낮다는 것과 즉각 으로 나타날 결과에 한 고려

가 높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면, CFC는 장기 인 결과에 한 고려가 높은 것과 즉각

인 결과에 한 고려가 낮다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Arnocky et al., 2014). 선

행연구들은 행  결과에 한 고려가 장기 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과 즉각 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구분될 수 있음을 밝 왔다. 조이 만, 키스, 그리고 스 로트(Joireman, Kees, & 

Sprott, 2010)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품의 구매는 즉각  결과고려(Consideration of 

Immediate Consequences; CIC, 이하 CIC)와 정 인 련이 있지만, CFC와는 유의미한 

련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아모키 등의 연구에서 CIC가 낮은 경우 환경에 한 우려가 높았지

만, CFC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랄-베르두고 등의 연구에서도 CIC는 기후변화 

응에 참여하려는 의도에 향을 정 으로 미쳤지만, CFC는 기후변화 응 참여 의도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선행연구들은 환경과 련한 특정한 행동들과 CFC 는 CIC가 측하는 기후 련한 행동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했지만, 그 계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CFC와 CIC가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설명하기 해서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응행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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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Corral-Verdugo et al., 

2017). 기 스 치를 끄거나 실내 온도를 정 수 으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응행동은 개인

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행동을 제약하거나 생활 습 을 바꾸거나 실천을 통해서 자원 소비를 감

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응행동은 즉각 인 실천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행 로 CIC에 

향을 받게 된다. 반면, 태양  패  설치, 단열재 시공 등과 같이 에 지 효율을 추구하는 장비

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효능감을 요구하는 행 로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성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행 는 CFC에 향을 받게 된다. 

행동 결과의 시간  차원을 고려하는 CFC와 CIC(Arnocky et al., 2014)는 상에 한 

해석수 과 이에 한 주  경험인 심리  거리 간의 계(Liberman et al., 2007)를 조

할 수 있다. 심리  거리는 시간, 공간, 사회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재 행동의 시간  차원을 

고려하는 CFC와 CIC가 해석수 이 심리  거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에 해 세부 이

고 맥락 인 정보를 담아서 설명하는 것보다 목표와 같이 본질 인 부분을 설명하는 경우 상에 

한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는데(Trope & Liberman, 2010), 기후변화가 일으킬 장기  결

과를 시하는 CFC가 높은 사람들은 CFC가 낮은 사람들보다 기후변화에 해 추상 으로 설

명할 때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가 일으킬 단기  

결과를 시하는 CIC가 높은 사람들은 CIC가 낮은 사람들보다 기후변화에 한 구체  설명이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CFC와 CIC는 기후변화의 개인  는 사회  응이 심리  거리에 미치는 향을 조

할 수 있다. 심리  거리는 시간, 공간, 사회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기후변화의 부정  향을 

감소시키기 한 개인 , 사회  응 간의 차이(Rickard et al., 2014)는 심리  거리에 향

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개인  실천보다 사회  실천에서 심리  거리를 

멀게 느낄 수 있는데, 기후변화가 일으킬 장기  결과를 시하는 CFC가 높은 사람들은 CFC가 

낮은 사람들보다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가 일으킬 

단기  결과를 시하는 CIC가 높은 사람들은 CIC가 낮은 사람들보다 개인  실천이 심리  거

리를 가깝게 느끼는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의 향을 추상  는 구체 으로 설명하는 해석수 과 시간 , 공간

, 사회  차원으로 구성되는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 간의 계에서 개인  는 사회  

응의 조 효과, 그리고 한 단계 더 확 해 시간  차원에서 행동을 고려하는 CFC 는 CIC

의 조 효과를 분석해 으로써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는 심리  거리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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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CFC와 CIC는 응수 에 따라 메시지의 해석수 이 심리  거리를 매개로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The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CFC/CIC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ual level, response level and coping behavioral intentions against climate change.

3. 연구방법 

1) 실험 차

이 연구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설정하여 설문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기후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

는 상이라는 은 과학 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이에 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제각

각이므로 험 인식의 심리  과정과 개인의 인식 틀의 향을 탐구하고자 한 본 연구에 합한 

주제라고 단하 다. 독립변인은 총 2개(해석수 (Construal level), 응수 (Response 

level))이며, 각 독립변인은 2개의 수 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해석수 : 하

(low) vs. 상 (high)) × 2( 응수 : 개인(personal) vs. 사회(societal))에 따른 네 집단 

간 요인실험 설계이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 문 조사기 의 패   실험 참여 요청에 응한 20

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남녀를 상으로 실행하 으며, 2020년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

하 다. 실험 상자는 총 446명으로 메시지 처치에 따른 네 개 그룹별로 최소 110명에서 최  

113명까지 무작 로 할당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먼  CFC, CIC 련 문항에 응답한 후, 각기 주어진 메시지를 읽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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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 기후변화 응 행동 의도에 한 문항에 응답하 다. 

2) 실험 처치

(1) 독립변인의 조작  정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맞도록 독립변인의 조작  

정의를 내리고, 메시지를 구조화하여 설정하 다. 메시지는 두 문단으로 구성하 는데, 앞 문단

에서는 기후변화의 향(결과  피해)을 해석수 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고, 뒷 문단에서는 기후

변화의 응 행동 수 을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제시하 다. 메시지를 

제작할 때, 일반 인 PSA(Public Service Announcement)를 상정하여 정교함을 갖추고자 

하 으며, 헤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여 주의 환기 기능을 강화하 다. 

먼 , 해석수 은 기존의 연구(Stephan, Liberman, & Trope, 2010)에 따르면, 하  

해석수 은 구체 , 세부  특성을, 상  해석수 은 추상 , 본질  특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해석수 을 ‘메시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향을 구체  는 추상 으로 설명하는 방

식’으로 조작  정의하고, 하  해석수 은 과학  수치와 직  경험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

를 ‘구체 으로 설명’하는 메시지로, 상  해석수 은 수치에 근거하지 않고 직  경험할 가능성

이 낮은 일반 인 기후변화 향을 ‘추상 으로 표 ’하는 메시지로 제작하 다. 기후변화 피해를 

심으로 해석수 을 조작한 이유는 부분의 사람이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발

생 원인이 인간의 산업활동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반면, 실제로 기후변화 응 행동 의향은 제

각기 다르므로 결과  피해를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 인식에 향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응수 은 ‘메시지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이는 데 필요한 응 행동

과 실천 의무를 개인  는 사회  차원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작  정의하 다. 따라서, 개

인  차원은 ‘기후변화 응을 해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응행동’, 사회  차원은 

‘기후변화 응을 해 사회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응행동’을 메시지로 제작하 다. 

(2) 처치물 조작 검

독립변인인 해석수 과 응수 이 하게 조작되었는지를 검하고자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는 커뮤니 이션을 공하는 학원생을 상으로 한 편의표집으로, 온라인 구  문

서도구(Google docs) 설문을 통해 각 그룹 당 15명씩 총 60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해석수

 메시지의 구체성은 ‘ 의 메시지는 기후변화의 향에 해 나와 내 주변이 실제로 겪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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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구체 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1 =  그 지 않다 ~ 5 = 매우 그 다)’로, 추상

성은 ‘ 의 메시지는 기후변화의 향에 해 나와 내 주변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구체  사례 

없이 일반 인 상황을 추상 으로 설명하고 있다(1 =  그 지 않다 ~ 5 = 매우 그 다)’

로 확인하 다. 한편, 응수 의 개인  차원은 ‘ 의 메시지는 기후변화 피해를 이기 해 개

개인의 응을 요하게 설명하고 있다(1 =  그 지 않다 ~ 5 = 매우 그 다)’로, 사회  

차원은 ‘ 의 메시지는 기후변화 피해를 이기 해 정부, 기업, 시민 등 사회구서원 모두의 

응을 요하게 설명하고 있다(1 =  그 지 않다 ~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처치물 조작 검 성공 여부는 독립표본t 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 해석수 에 한 조작

검 결과, 하  해석수 (t = 3.62, p = .001)과 상  해석수 (t = -4.32, p = .001) 간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응책임에 한 조작 검 결과, 개인  차원(t = 3.48, 

p = .001)과 사회  차원(t = -3.46, p = .001) 간 차이 역시 유의미하 다. 이로써 독립변

인에 한 처치물 조작은 성공 임이 확인되었다. 

Construal_low × Response_personal Construal_low × Response_soci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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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types of messages.

3) 주요 변인의 측정

(1) CFC/CIC

CFC와 CIC는 개인이 특정 사건을 두고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시하는지 아니면 즉각 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시하는지에 한 개념이다. 기후변화 맥락에서 응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사

람들이 기후변화의 실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와 직결되는데, 개인이 가진 시간 념에 따라 기

후변화 실에 한 수용과 응 행동 실천이 다르게 나타난다(Corral-Verdugo et al., 

2017). 즉, 개인이 미래 결과를 시하는 성향일 경우, 기후변화를 실로 받아들이고 응 행

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응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

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CFC/CIC를 측정하고자 한다. 문항은 CFC 즉, 미래 는 장기 인 결과

를 시하는지와 CIC 즉, 재 는 즉각 인 결과를 시하는지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모두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먼 , CFC에 한 문항은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생각하고, 재 일상의 나의 

행동으로 그러한 것들에 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나는 종종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결과를 얻기 해 특정한 행동을 한다’, ‘나는 미래의 성과를 얻기 해 지  당장의 행복

을 희생할 수 있다’ 등을 포함해 총 8가지로 구성하 다. 다음으로, CIC에 한 문항은 ‘나는 미

래가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 인 심사를 만족시키기 해서만 행동한다’, ‘나

Construal_high × Response_personal Construal_high × Response_soci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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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은 즉각 인 결과(즉, 며칠 는 몇 주 이내에 발생하는 결과)에 의해 향을 받는다’, ‘나

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문제가 심각해지기 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을 포함해 총 6가지로 구성하 다. 

(2) 심리  거리

심리  거리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향이 시간 , 사회 , 공간 , 확률 으로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를 의미한다(Trop & Liberman,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해석수 이론

의 심리  거리에서 논의되는 하 개념을 응용하여 기후변화에 해 응답자가 심리 으로 가깝

게 느끼는 거리 정도를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 5 = 매우 그 다)로 구성해 

물었다. 다만, 심리  거리의 하 개념  기후변화가 발생할 확률에 해 묻는 발생확률  거리

는 기후변화의 발생과 그 원인에 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므로, 혼란을 래할 여지가 있

어 문항에서 제외하도록 하 다. 따라서, 주요 문항은 시간  거리에 하여, ‘나는 기후변화 

험이 시간 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사회  거리에 하여, ‘기후변화 험은 나와 나의 가족들, 

친구들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향을 미친다’, 공간  거리에 하여, ‘기후변화 험이 향을 

미치는 지역이 나와 가깝다고 생각한다’ 등을 포함하여 총 6개로 구성되었다.

(3) 응행동 의도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 항목은 구체 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한 실천 의도를 묻는 방

식으로 측정하 다. 구체 인 실천 방법은 해외 선행연구(Corral-Verdugo et al., 2017)를 토

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응용하여 제시하 다. 각 항목은 5  리커트 척도(1 =  

의향이 없음 ~ 5 = 매우 의향이 있음)로 측정하 다. 구체 인 항목은 ‘승용차 신 교통

이나 자 거 혹은 도보 이용’,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원 끄기’, ‘에어컨 냉방 온도 높이기 혹은 

사용 시간 이기’, ‘난방 온도 낮추기 는 사용 시간 이기’ 등을 포함하여 총 9가지로 구성하

다. 

4. 결과 

1) 변수의 주요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46명으로, 남성은 222명, 여성은 224명이었다. 연령 별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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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9명으로 24.4%, 30 가 108명으로 24.2%, 40 가 107명으로 24%, 50 가 122명으로 

27.4%로 나타났다. 

CFC의 평균은 3.64(SD = .53), CIC의 평균은 2.87(SD = .62)로 나타났다. 즉각 인 

결과보다는 미래 결과를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시지 처치 이후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의 평균은 3.61(SD = .68)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 처리에 따른 기후변화 응행동 실천 의도의 평균은 4.18(SD 

= .67)로 분석되었다.

2) 주요 변인의 신뢰도 검증  상 계 분석

CFC(.795), CIC(.790), 심리  거리(.806), 응행동 의도(.919) 등 모든 변인의 크론바흐 

알  값이 .7이상으로 나타나 분석에 타당한 신뢰도를 확보하 다고 단하 다. 

변인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CFC는 심리  거리와 응행동 의도 간의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CIC는 심리  거리와 응행동 의도 간의 유의

미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메시지 유형으로서 해석수 과 응수 은 

다른 변수들 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상 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심리  거리와 응

행동 의도 간에서는 유의미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분석결과 

(1)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에 따라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메시지 유형에 따른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공변량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 성별, 나이, 수입, 교육, 심리  거리, CFC, CIC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해석수

CIC Construal Level
Response

Level

Psychological

Distance

Behavioral

Intention

CFC -.075 -.019 .087 .183** .202**

CIC .041 .067 -.143** -.087

Construal Level .009 -.074 -.038

Response Level .009 -.007

Psychological Distance .116**

**p ＜ .01.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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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응수 에 따른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응행동 의도가 높았고(F = 30.721, p ＜ .001), 나이가 

많을수록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가 증가하 다(B = 4.509, p ＜ .001). 심리  거리가 가까

울수록 응행동 의도가 높았다(F = 18.407, p ＜ .001). 

해석수 에 따른 응행동 의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 = .012, p = .912). 기

후변화를 구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과 기후변화를 원론  수 에서 추상 으로 설명하는 

것에 따라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응수 에 따른 응행동 

의도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 = .419, p = .518). 기후변화의 피해를 이는 데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것과 공동체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에 따라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석수 과 응수  간의 상호작용이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지만,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288, p = .592).

한편, 통제변인으로서 CFC가 높을수록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 = 4.692, p ＜ .001). 하지만 CIC가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응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 = 18.407, p ＜ .001).

(2)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이 심리  거리를 매개로 응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가?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이 심리  거리를 매개로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기 해 PROCESS Macro 3.3을 사용하 고, 헤이즈(Hayes, 2013)가 제시한 모델 8번을 

용하 다. 이 모델을 분석하기 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는데, 이를 해 5,000개 표본 수

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 다. 효과의 통계  검증은 95% 부

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검정하고자 하는 값인 0을 포함하고 있으면, 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

해서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반면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가설을 기각해서 간 효과는 .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김수

, 2016). 

헤이즈(2013)의 모델 8로 연구문제를 검증할 때, 1단계로 통제 변인과 해석수 , 응수

, 그리고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이 심리  거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통제변

인 에서 성별과 나이가 심리  거리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구체 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B = .258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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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나이가 많을수록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B = .1471, 

p ＜ .001). 

메시지의 해석수 에 따른 심리  거리에는 차이가 없었고(B = -.0382, p = .6600), 

응수 에 따른 심리  거리에도 차이가 없었다(B = .0724, p = .4085).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도 심리  거리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264, p = 

3052). 

다음 2단계로 통제 변인, 해석수 , 응수 ,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 그리고 심

리  거리가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통제 변인 에는 성별(B = .3041, p 

＜ .001)과 나이(B = .0792, p = .0033)가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응행동 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응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  거리가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B = .3639, p ＜ .001).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후변화를 경

감시키기 한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석수 (B = .0158, p = 

.840), 응수 (B = .0138, p = .860) 그리고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B = 

-.0590, p = .594)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3단계로 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석수 -심리  거리- 응행동 의도 간의 계

에서 응수 에 따른 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개인  = -.0140, 개인  = -.0798, 

개인  = .0507, 사회  = -.0600, 사회  = -.1197, 사회  = .0004). 부트스트랩 

차에 따라 표집 5,000개의 모수를 추정해서 신뢰구간 95%를 설정했는데, 간  효과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간  효과는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개인과 사회로 구분되는 해석수 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도 응

수 이 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 .0201, 개인  = .7975, 개인  = -.1340, 

개인  = .1742, 사회  = -.0329, 사회  = .6754, 사회  = -.1873, 사회  = 

.1215). 직  효과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CFC와 CIC는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이 심리  거리를 통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해석수 과 응수 의 조 효과가 심리  거리를 매개로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에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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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IC의 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CFC와 CIC 각각 헤이즈(2013)가 제시한 모델 

12번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가. CFC는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이 심리  거리를 통해 응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1단계로 통제 변인, 해석수 , 응수 , CFC가 심리  거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성별(B = .2619, p ＜ .001)과 나이(B = .1687, p ＜ .001)가 심리  거리에 미치

는 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웠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해석수 (B = -.3084, p = .597), 응수 (B = -.1018, p = .871), CFC(B = 

.2237, p = .069)은 심리  거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해석수 과 응수 (B = -.0481, p = .955), 해석수 과 CFC(B = .0762, p = .635), 

응수 과 CFC(B = .0435, p = .799), 해석수 , 응수  그리고 CFC 간(B = -.0237, 

p = .919)의 상호작용도 심리  거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로 통제 변인, 해석수 , 응수 , CFC, 심리  거리가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성별(B = .3180, p ＜ .001)과 나이(B = .1034, p ＜ .001)가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253, p 

＜ .001). 하지만, 해석수 (B = -.7908, p = .134), 응수 (B = -.6996, p = .217), 

CFC(B = .4056, p = .683), 그리고 해석수 과 응수 (B = .7411, p = .337), 해석수

과 CFC(B = .2259, p = .120), 응수 과 CFC(B = .1918, p = .213), 해석수 , 

응수  그리고 CFC 간(B = -.2227, p = .289) 상호작용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3단계로 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응수 과 CFC에 따라 심리  거리를 매개로 해석수

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후 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응수

과 CFC에 따라 해석수 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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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IC는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이 심리  거리를 통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1단계로 통제 변인, 해석수 , 응수 , CIC와 각 변수의 상호작용이 심리  거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해석수 과 응수  

간의 상호작용(B = -1.5534, p = .086, LL = -2.7100, UL = -.3968), 해석수 과 CIC

의 상호작용(B = -.4412, p = .005, LL = -.7509, UL = -.1315), 해석수 , 응수  그

리고 CIC 간의 상호작용(B = .5128, p = .011, LL = .1169, UL = .9087)이 심리  거리

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

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에서 기후변화를 구체 으로 설명하는 경우 기후변화를 감소시키

기 한 개인  응보다는 사회  응을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Figur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석수 과 CIC의 상호작용에

서 기후변화를 일반 이고 추상 으로 설명하는 경우 즉각 으로 나타나는 행동 결과를 시할

수록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추상 으로 제시하는 메시

지에서 행동에 한 단기 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시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가 재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고,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느끼고, 가

족과 지인들보다는 계를 맺지 않는 타인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느 다. <Figure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석수 , 응수 , 그리고 CIC의 상호작용에서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사회

 실천보다는 개인  실천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구체 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추상 으로 

설명하는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행동에 한 즉각  결과를 시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거리에 한 변인들의 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으로서 메시지의 해석수 이 

Response Level CFC Effect BootSE LLCI ULCI

Personal

3.1429 -.0224 .0344 -.0941 .0406

3.7143 -.0083 .0321 -.0716 .0547

4.1429 .0024 .0505 -.0917 .1087

Societal

3.1429 -.0624 .0421 -.1443 .0197

3.7143 -.0526 .0278 -.1085 .0007

4.1429 -.0453 .0420 -.1336 .0328

Table 2. Indirect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Construal Level and Behavioral Intention by 
Response Level and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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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이기보다 추상 인 경우 심리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에서 검증한 해

석수  이론과 조되는 결과를 보 지만,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

인  성향으로서 CIC와의 상호작용, 해석수 , 응수  그리고 CIC와의 삼원 상호작용이 심리

 거리에 미치는 향 분석에서는 추상  메시지보다는 구체  메시지에서 심리  거리를 가깝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서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는 기후변화에 

한 구체  는 추상 으로 설명에 한 단순한 반응이기보다 CIC와 같은 개인의 성향, 응

수  등을 다양한 변인들의 복합  계로 나타나는 주  반응이라고 단할 수 있다. 

Note. Psychological distance(1 = very distant, 5 = very proximate), CIC(2.33 = low level group, 2.83 = middle 

level group, 3.50 = high level group)

Predictor B SE t p
95% CI

LLCI ULCI

Constant 2.6610 .3949 6.7376 .000 1.8847 3.4372

Construal Level 1.2024 .4539 2.6489 .0084 .3102 2.0946

Response Level .8427 .4157 2.0271 .0433 .0256 1.6598

Construal*Response -1.5534 .5885 -2.6397 .0086 -2.7100 -.3968

CIC .0791 .1106 .7148 .4751 -.1383 .2965

Construal*CIC -.4412 .1576 -2.8003 .0053 -.7509 -.1315

Response*CIC -.2715 .1429 -1.9003 .0581 -.5524 .0093

Construal*Response*CIC .5128 .2014 2.5459 .0112 .1169 .9087

Sex .2382 .0619 3.8501 .0001 .1166 .3599

Age .1454 .0288 5.0510 .0000 .0888 .2019

Income .0110 .0162 .6757 .4996 -.0209 .0429

Education -.0073 .0408 -.1790 .8580 -.0875 .0729

R-sq = .1394, F =  6.3906, p = .000

Table 3. Impacts of Construal Level, Response Level and CIC on Psychological Distance

Figure 3. The interaction effect of 
construal level and response level on 

psychological distance.

Figure 4. The interaction effect of 
construal level and CIC on psychologic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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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eraction effects of construal level, response level and CIC on psychological distance.

Note. Psychological distance(1 = very distant, 5 = very proximate), Response level(0 = personal, 1 = societal), 

CIC(2.33 = low level group, 2.83 = middle level group, 3.50 = high level group)

2단계로 통제 변인, 메시지 유형으로서 해석수 , 응수 , 그리고 개인  성향으로서 

CIC, 그리고 메시지에 한 반응으로서 심리  거리가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응행동 의

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남성보다는 여성이(B = 

.3000, p ＜ .001), 나이가 많을수록(B = .0791, p ＜ .001)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응행동을 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시지 유형으로 해석수 과 응수 은 응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성향 변인으로서 CIC도 기후변화 응행

동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해석수 , 응수 , CIC 간의 상호

작용이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  

거리는 응행동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응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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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응수 과 CIC에 따라 해석수 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Table 5>에서 보듯이 응수 과 CIC에 따라 해석수 이 심리  거리를 매개

로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경우 CIC가 높은 사람들이 응행동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개인 고집단  = -.1212, 개인고집단  = .0615, 개인고집단  = 

-.2520, 개인고집단  = -.0097). 이러한 간  효과는 95% 신뢰구간이 검정하고자 하는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아, 가설을 기각해 간 효과가 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심리  거리의 간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CIC가 낮은 사

람들에게만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추상 으로 설명하고,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개인  노

력을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즉각  결과를 고려하는 수 이 높은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멀어지면서 응행동 의도가 낮았다. <Figure 5>와 <Figure 6>에서와 같이 기후변

화를 감소시키기 한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경우 행동에 한 즉각  결과를 시하는 사람들

은 기후변화에 한 구체 인 설명에서보다 추상 인 설명에서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고, 응행동 의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응수 과 CIC에 따라 해석수 이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를 분

Predictor B SE t p
95% CI

LLCI ULCI

Constant 1.6596 .3786 4.3834 .000 .9155 2.4037

Construal Level .4335 .4174 1.0387 .2995 -.3868 1.2538

Psychological Distance .3544 .0438 8.0945 .000 .2683 .4405

Response Level .6504 .3810 1.7073 .0885 -.0984 1.3993

Construal*Response -.8204 .5411 -1.5163 .1302 -1.8838 .2430

CIC .1110 .1009 1.0998 .2720 -.0874 .3094

Construal*CIC -.1457 .1450 -1.0047 .3156 -.4307 .1393

Response*CIC -.2268 .1309 -1.7325 .0839 -.4840 .0305

Construal*Response*CIC .2695 .1851 1.4559 .1461 -.0943 .6332

Sex .3000 .0574 5.2264 .000 .1872 .4128

Age .0791 .0270 2.9276 .0036 .0260 .1322

Income .0056 .0148 .3799 .7042 -.0235 .0347

Education .0527 .0372 1.4153 .1577 -.0205 .1259

F = 13.4662, p = .000

R-sq = .2718

Table 4.  Impacts of Construal Level, Response Level, CIC and Psychological Distance on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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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Interaction effects of construal level, response level and CIC on behavioral intention.

Note. Response level(0 = personal, 1 = societal), CIC(2.33 = low level, 2.83 = middle level 3.50 = high level group)

5. 결론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심각하고 요한 환경  문제다. 기후 변동은 자연  상이지만, 최

근의 기후변화는 인  원인에 의한 이상 상으로, 이에 해 과학 공동체들이 90% 이상 동의한

다(Cook et al., 2013). 온실가스 배출은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 변동을 증가시킨다. 걷

기, 자 거 타기, 실내 온도 정 수  유지 등의 행동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Bruger 

Response Level CIC Effect BootSE LLCI ULCI

Personal

2.333 .0613 .0461 -.0248 .1568

2.833 -.0169 .0315 -.0824 .0430

3.500 -.1212 .0615 -.2520 -.0097

Societal

2.333 -.0652 .0401 -.1462 .0128

2.833 -.0526 .0296 -.1124 .0048

3.500 -.0356 .0402 -.1141 .0452

Table 5. Indirect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Construal Level and Behavioral Intention by 
Response Level and CIC



426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020년 8월)

et al., 2015). 각국의 정부들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한

국도 석탄화력발 을 축소하는 동시에 재생에 지를 확 하고, 탈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  향을 감소시키기 해서 개인의 응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이 요하다.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기 한 움직임에 사람들의 참여는 높지 않다(Eurobarometer, 

2009). 기후변화가 래하는 결과가 먼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 기후변화의 향권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Gifford, 2008). 한, 기후변화의 

향이 자신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Spence, & Pidgeon, 2010). 기후변화

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 등과 같은 상이 단기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에 걸친 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  결과를 먼 미래의 사건으로 간주한

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향을 먼 미래 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후

변화에 한 자각이 낮아지고, 이러한 낮은 자각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데 필요한 

행동에 부정  향을 미친다(Chess & Johnson, 2007; Leiserowitz, 2005).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  향을 감소시키기 해서 탄소배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응

행동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 연구는 사람들의 응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

다. 해석수  이론에 따르면 해석수 은 상 수 과 하 수 으로 구분된다. 상 수 의 해석은 

추상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상 는 사건의 본질 이고 핵심 인 속성에 근거한다. 반면 하

수 의 해석은 구체 으로 설명하는 상 는 사건의 비본질 이고 맥락 인 속성에 근거한다. 

심리  거리는 상 는 사건에 한 주  경험을 의미하며, 공간, 시간, 사회  거리 등의 다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신을 심으로 공간, 시간, 사회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느끼는 지극히 

자아 심 인 개념이다. 해석수  이론에 근거하면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구체  는 추상 인 

해석수 의 차이는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 지각에 향을 미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려는 응행동을 증가시킨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  배경에 근거해서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해서 응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인

들 간의 계를 모색하고자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해석수 , 심리  거리, 그리고 응행동 간의 

선형  인과 계과 조 변인을 통해서 응행동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 계를 모

색하고자 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되었던 기후변화 응행동에 향을 미치는 시간  차

원을 고려한 변인으로서 미래/즉각  결과고려, 그리고 응행동의 주체가 개인인지 사회인지를 

구분한 변인인 응수 을 변수로 고려하 다.

다소 복잡한 모델을 제안했지만, 기본은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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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후변화 응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인들 간의 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사

람들은 기후변화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사회  응을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의 결과가 

즉각 으로 나타나는 것을 시하는 사람일수록 기후변화를 추상 으로 제시하는 메시지에서 기

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행동에 한 즉각  결과를 선

호하는 사람일수록 기후변화를 추상 으로 설명하고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 설명하자면 행동에 한 즉각  

결과를 시하는 사람일수록 기후변화에 해 추상 으로 설명하고,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메

시지를 처치받았을 때,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멀게 느 고, 응행동 의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결과를 잘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상 이고 개인화된 메시지가 

오히려 기후변화를 자신과 상 없는 쟁 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실무  함의를 갖는데, 기후변화 응행동을 독려함에 있어서 개인  성향과 메시지의 제시 

유형에 따라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에 차이를 가져오게되며, 이는 응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실무  함의를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해석수 과 심리  거리 간의 

계에 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석수  이론(Liberman 

et al., 2007)에서 제시한 해석수 과 심리  거리 간의 단선 인 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았고, 해석수 , 심리  거리, 그리고 응행동 의도 간의 선형  인과 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석수 과 심리  거리, 그리고 해석수 과 응행동 간의 계에서 다양한 조

 변인, 즉 응수 과 즉각  결과고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석수 , 심리  거리 그리고 

응행동 의도 간의 선형  인과 계를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석수 과 심리  거

리 간의 계가 단선 이기보다는 다양한 변인 간의 계를 통해 밝 질 수 있는 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차원 으로 구성된 심리  거리 지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규명함으

로써 해석수 과 심리  거리 간의 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선행연구들이 지 했듯이 장기 인 에서 행동 결과를 시하

는 성향으로서 미래결과고려와 단기  에서 행동 결과를 시하는 성향으로서 즉각  결과

고려는 연속선 상의 변인이 아니라고 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미래결과고려는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나 응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즉각  

결과고려는 해석수 과 상호작용하거나, 해석수   응수 과 삼원으로 상호작용해서 심리  

거리에 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해석수   응수 과 상호작용해서 심리  거리를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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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조 된 매개효과도 확인되었다. 

종합 으로 정리하면, 즉각  결과고려는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해서 심리  거리를 멀게 

하거나 응행동 의도를 감소시키는 부정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했다. 즉각  결과고려

는 행동의 단기 인 결과를 시하는 변인으로서 장기간 지속 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응행동 의도를 감소시켰다. 즉각  결과고려가 

심리  거리와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역할에 한 함의는 기후변화 응행동을 논의함에 있어

서 응행동을 감소시키는 변인들이 범 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응행동을 진시키는 변

인에 한 탐색도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실무  논의에서 요시되어야 하지만, 응행동

을 해하는 변인에 한 탐색도 기후변화 응행동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밝 진 즉각  결과고려의 향은 문화 특성에 한 논의로 확장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행동의 결과를 장기  에서 고려하기보다 즉각 인 결과를 

시하는 즉각  결과고려 변인의 특성은 이슈에 해 쉽게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버리는 한국  

성향으로서 냄비 성향(김 욱, 2014; 김 욱・함승경, 2017)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특히, 기

후변화와 같은 장기  근을 요구하는 사회  이슈에 한 참여를 설명하는 데 냄비성향이 유의

미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발견과 후속 연구를 한 통찰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갖

는 여러 한계 이 존재한다. 심리  거리를 매개변인으로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려는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계를 검증했지만, 여러 변인들의 속성들이 복되는 부분들

이 존재한다. 심리  거리가 시간, 공간, 사회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심리  거리의 매개효과

를 조 하는 변인으로서 응수 , 미래/즉각  결과고려 등이 심리  거리의 사회  차원, 시간

 차원과 개념 으로 복되는 경향이 있어 개념들 간의 차별성 그리고 엄 성을 제고하는 것이 

후속 연구에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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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석수 과 응수 이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심리  거리의 매개효과와 

미래/즉각  결과고려 변수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선행 연구들이 기후변화와 련해서 응행동에 

미치는 심리  거리의 직  효과를 검증하 다면, 이 연구는 심리  거리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해석수

, 심리  거리 그리고 응행동 간의 선형  계와 이에 향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계를 분석하고

자했다. 분석 결과, 메시지의 해석수 과 응수 은 심리  거리에 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즉각  

결과고려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해석수 과 응수 의 상호작용이 심리  거리를 매개해서 응행동 의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한 개인  노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제

시하는 경우, 행동의 즉각  결과에 심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기후변화에 한 추상  설명

에서 기후변화에 해 시간, 공간, 사회  등의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게 하고,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려

는 응행동 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석수 과 심

리  거리 간의 계가 기후변화 맥락에서 단선 이지 않고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밝 질 

수 있는 계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기후변화에 한 심리  거리와 응행동 의도에 향

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계를 이론 으로 논의하고 실무  함의를 제시하 다.

핵심어: 해석수 , 응수 , 심리  거리, 미래/즉각  결과고려, 기후변화 응행동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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