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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금연광고의 지각된 강도와 광고 내 담배 제시 유무에 따른 흡연자 및 비흡연자들의 금연욕구를
살펴봄으로써 금연광고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대전에 거주 중인 성인 남자 56명(흡연자 28명, 비
흡연자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의 측정도구는 사전 자극변별을 통해 선별된 금연광고 4편과 흡연 갈망 질문지
를 실시하였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금연광고의 자극강도에 따른 금연욕구를 측정한 결과, 광고 내 지각된
강도가 강한 광고와 약한 광고 사이에 금연욕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광고 내 담배제시 유무가 금연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이를 통해, 금연광고가 보다 자극적일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흡연자에게 자극적
인 광고를 제시하였을 때 비자극적인 광고를 시청했던 집단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anti-smoking advertisement was checked by examining the perceived
intensity of the anti-smoking advertisement and the desire of smokers and non-smokers to stop smoking due to
the presence of the cigarette in the advertise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56 men living in Daejeon (28
smokers and 28 non-smokers). The measurement tools for the experiment were selected through pre-stimulation,
with four anti-smoking advertisements and questionnaires asking for the craving of smok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level of stimulation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eed for non-smoking areas between strong and weak advertisements. However, whether or not
the cigarette in the advertisement was not affected by the need to smoke. This shows that it is effective when
the anti-smoking ads are stronger, and suggests that they are more effective as anti-smoking ads when
presenting perceived strong ads to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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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에 대한 관심
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흡연자 비율은 매년 줄어
들고 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관 보도자료
[1]에 따르면,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2010년
하반기부터 전력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고, 이러한
금연정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준비 중이다. 보
건복지부[2]의 조사를 보면 흡연에 대한 건강의 위
협과 경제적 손실,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단체들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의 27%가 금연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유혜선[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의 45%(중학교 18%, 고등학교 26%)가 앞으로
금연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금연 캠페인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금연에 대한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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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전히 흡연자 비율은 높은 편이다. 선행연
구에서 보면, 과도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
우 전체 사망 중 28%가 흡연에 기인한다고 알려
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암 사망의 경우 35%, 폐암
사망의 경우 85%가 흡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4]. 또한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구강암, 인
후암, 식도암 등 각종 암뿐만 아니라 관상 동맥 질
환, 만성 폐 질환, 위궤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적
요인으로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1956년부터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를 통하여 흡연
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5]. 금
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흡연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질병과 그 질병의 심각성을 얼마나 깨닫
고 있는지와 금연으로 인해 얻게 되는 건강 이익
과 금연하고자 할 때의 장애 요인 및 극복하는 방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의해 금연의 성패
가 달려있다. 소비자가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정보
처리를 위해 투입하는 동기와 능력이 높으면, 정보
처리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는 정보
처리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즉, 관여도가 높으면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정보를 더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흡연자는 금연광고에 대한 관여도가 높
아 주의를 더 하게 되고, 광고의 강도에 영향을 많
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4].
일반적으로 금연 유도에 대한 방법 중 가장 흔
하게 흡연자들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TV 금연광
고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금연교
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한 금연사업은 7억
(6.1%) 규모에서 2004년 80억(23.4%) 규모로 증
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과 같은 흡연자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예산도 약 251억으로 증가하였다[6]. 또한 보
건복지부[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99년을 시
작으로 2001년에 약 16억 원을 들여 TV와 라디
오에서 금연 공익광고를 방송하였으며, 2002년 이
후에는 약 2배 가까운 공익광고 예산이 사용되었
다. 이처럼 TV에서 방영된 금연 기획물이나 금연
공익광고는 금연교육용 자료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 이
미지와 실질적 흡연의 폐해에 대한 공익광고에서
흡연·비흡연자들의 금연효과뿐만 아니라, TV 금연
광고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3]. 또한 금연캠페인의
다양한 자극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는 흡연자의 특
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고[8], 금연광고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익광고의 효과 즉, 수용자들의 메시지 수용성과
태도 및 신념, 행동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의문 제기
되고 있다고 한다[9]. 반면 외국의 경우, Gredler와
Kunze[10] 및 Murray, Prokhorov와 Harty[11]는
금연캠페인의 효과가 흡연량의 수준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국
내에서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광고는 굉장
히 다양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러한 금연광고의 효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극
대화되는지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추가로
담배 경고 비주얼과 문구의 사례 연구에서 담배
경고 비주얼이 담배에 관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금
연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하여 금
연광고에서도 담배 제시 여부에 따라 금연 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12].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금연광고의 자극 강도 수준과 제시되는 자극들 즉,
자극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광고 내 담배 제시 여
부가 흡연자들의 금연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한다.

2.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극선정을 위한 예
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에서는 흡연여부와
관계없이 C대학교 대학생 10명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본 실험에서는 성인 남성 56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 중, 흡연자 28명(M=28.71세,
SD=3.01)과 비흡연자 28명(M=21.68세, SD=2.37)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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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정 자극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금연욕구를 불러일
으키기 위한 영상을 제시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
이트 ‘네이트’의 동영상 재생기(http://video.nate.
com)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 전에 영상의 자극의
강도수준을 구별하기 위해 무작위로 20가지의 금
연광고를 선출하였다. 이 중 10가지는 광고 내 담
배가 등장하는 것이고, 다른 10가지는 광고 내 담
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 금연광고들을 가지
고 자극변별을 하여 담배등장 광고 중 강도가 강한
광고 1가지 강도가 약한 광고 1가지와 담배 미 등
장 광고 중 강도가 강한 광고 1가지, 강도가 약한
광고 각각 1가지씩 총 4가지의 금연광고를 최종 선
정하였다. 금연광고의 자극강도 기준은 폭력성 정
도였다. 최종 선정된 4가지 금연광고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non-smoking advertisement
Cigarette Present

Cigarette Absent

Strong

http://video.nate.com/21
1879949

http://video.nate.com/11
4221648

Weak

http://video.nate.com/cli
p/view?video_seq=1074
4008

http://video.nate.com/40
967246

2.3 측정 도구

씩 총 14명이 하나의 집단이 되고, 전체 56명(광고
4×실험참여자14)은 각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광고시청이 끝난 후 흡연 갈
망 설문지를 통해 시청 직후의 금연욕구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비디오 시
청 후, 흡연유무×자극강도, 그리고 흡연유무×담배
등장 유무에 따른 금연욕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two way ANOVA)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본 연구는 금연광고의 자극강도와 자극으로써
담배의 노출 여부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금연욕
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참여자들의 흡연 갈망에 대
한 기술 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moking Needs by Con
ditions.
Group

N

M

SD

Smoker

28

2.58

.86

Non-Smoker

28

1.18

.23

Smoking

2.3.1 금연욕구 질문지
금연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는 Tiffany와
Drobes[13]가 흡연에 대한 갈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QSU(Questionnaire on Smoking Urges)의
단축판을 김지희[14]가 Likert식 5점 척도로 번안한 3.1 흡연 유무와 자극강도에 따른 금연 욕구
것을 사용하였다. Tiffany와 Drobes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7이었고, 김지희가 번 분석
흡연유무와 금연광고의 자극강도에 따른 금연
안한 질문지의 신뢰도계수는 .98이었다.
욕구를 이원변량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4 실험 절차
결과, 흡연유무의 주효과와 자극강도의 주효
노트북을 이용하여 미리 선정된 금연광고를 제 과는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시하였다. 실험참여자는 자극의 강도와 담배의 노 나 흡연유무와 자극강도에
상호작용효과는
출 여부에 따라 선정된 4가지의 광고 중 하나를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하게 하여, 각 광고 당 흡연자 7명, 비흡연자 7명
Strong

28

1.65

.79

Weak

28

2.05

1.09

Present

28

1.73

.93

Absent

28

1.96

1.01

Strength

Cigarett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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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wo way ANOVA for Smoking Condition and
Strength of Non-smoking Ads.

Smoking Condition

*



SS

df

MS

F

29.87

1

29.87

85.81***

.62

*

.11
.06

Strength

2.20

1

2.20

6.32

Smoking
Condition*Strength

1.17

1

1.17

3.37

Error

18.12

52

.35

***

p<.05, p<.001

3.2 흡연 유무와 담배 제시유무에 따른 금연
욕구 분석

흡연유무와 담배 제시유무에 따른 금연욕구를
이원변량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금연욕구를 측정한 결과 흡연유무의 조건에서
만 주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담배제시여부에 대한
주효과와 흡연유무와 담배제시여부에 따른 상호작
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Two way ANOVA for Smoking Condition and
Presence of Cigarette.

*

SS

df

MS

F



Smoking Condition

29.87

1

29.87

75.39***

.59

Presence of
Cigarette

.75

1

.75

1.90

.04

Smoking
Condition*Presence
of Cigarette

.13

1

.13

.33

.01

Error

20.60

52

.40

***

p<.0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금연광고의 자극강도수준과 광고 내
담배제시여부가 흡연자들의 금연욕구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금연광고를 시청한
후 흡연유무에 따른 금연욕구에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났고, 금연광고에 대하여 비흡연자들이 흡
연자들보다 더 높은 금연욕구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금연광고가 흡연자들의 금연욕구를 불러일으

키는 것과 더불어 비흡연자들의 금연상태를 유지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혜선
[3]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금연광
고가 비흡연자들의 흡연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비흡연자들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금연광고를 봤을 때 흡연자
들보다 큰 금연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연광고를 시청한 후 자극강도에 따
른 금연욕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극강도가 높
은 금연광고가 자극강도가 낮은 금연광고보다 더
높은 금연욕구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극강도의 수준이 증가함으로써 금연욕구의 효과
가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질병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도록 하는 형태의 자극강도가 높은
광고가 금연켐페인에 효과적이라는 최원주, 서상
호, 김소영[15]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집단을
분리하여 자극강도에 따른 금연욕구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한 결과에서, 흡연자집단은 자극의 수준에
따라 금연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비흡
연자집단에서는 금연욕구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강한 자극이 금연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되고, 비흡연자집단에
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자극강도에 관계없이 금연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현경[4]의 결과를 검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고 내 담배제시여부의 따른 금연
욕구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각적 담배
자극이외에 다른 자극 또한 금연 욕구와 동일한 영
향을 미친다는 원영국[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극인 금연광고에서는 흡연유무와
자극강도, 담배제시여부에 의한 효과만을 살펴보
았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여러 요인에 대한 영향
은 검증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금연욕구 효과 요인들 이외에도 아동의 등장유무,
노출이나 거부감 유발자극 등 다양한 변인들의 고
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성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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