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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연이 호흡기 질환과 관상동맥질환, 그리고 각종 암의 원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금

금연광고에서 메시지 소구방향과 페이스북/인쇄매체 노출의 차이에 
따른 금연의도 비교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정창준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Comparison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ccording to Messag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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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Health threats from smoking are still not diminishing worldwide. As part of efforts to reduce the smoking population, advertising communi-
cations through various media is one of the major anti-smoking campaigns, such as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other institu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remarkable media technology,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SNS) has become a part of our l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effective ways of smoking cessation advertising by comparing the persuasive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messages on Facebook 
and existing print media that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Methods: The threat appeal in advertising has been proven to 
have an effect on leading to the intention of quitting smoking. There are two ways of threat appeal: personal harm threat appeal and social welfare threat 
appeal, and facebook and print media. Check the persuasive effect of the advertising message when loaded in the medium. Four types of experimental 
advertisements are exposed to 241 male and female subjects to verify the persuasive effect of SNS and traditional print media. Results: The threat appeal 
advertisement of personal harm was more persuasive than the social welfare threat advertisement in the smoking cessation attitude. In perceived behav-
ioral control factors, which included the concept of self-confidence, the threat of personal harm threat claim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ocial 
welfare threat appeals. Personal harm threat claims and social benefit threat claims on Facebook have a greater impact 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an print media. Lastly, subjective norms including the concept of ambient pressure perceived by smokers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fluencing 
smoking intentions. Conclusions: Threat appeal is still valid for smoking cessation advertisements, and in combination with SNS media, effective smok-
ing cessation and behavior can be induced. In addition, SN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media, and the advantages of SNS media should be 
appropriately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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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동의 지속적 전개가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으로 간주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

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흡연율

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년층과 여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0.45.1.60&domain=pd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61

성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1].

이와 같은 흡연에 대한 폐해를 줄이고자, 금연정책으로서 담배광고

의 제재, 금연장소 지정 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시행되었

다. 또 금연교육이 1998년부터 추가되고 TV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

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0년 79.3%이던 성인남

녀 흡연률은 1994년 73%로 떨어졌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 캠페인을 건

강증진기금으로써 2004년 57.8%로, 2005년 52.3%로, 2006년에는 44.1%

로 떨어졌다[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흡연율은 높은 실정이다. 최근, 2017년도 국내 남자성인 흡연률은 

38.1%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

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제 금연을 국가 주요 책무로 2017년 

출발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20, 2016-2020)에

서 2020년까지 흡연률을 29.0%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계획하였다[3]. 

이제는 새로운 형태인 전자담배까지 등장해 흡연자들을 붙들고 있는 

한편,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금연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즉 

2017년 2월에 금연상담 전화 등이 담뱃값 경고그림 시행 전의 2016년 

11월에 비해 약 2.2배로 기록하였다[3].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담배가격인상, 담배포장디자인 등을 통해서 규제노력을 하고 있다[4]. 

흡연폐해 감소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도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규제장치

와 금연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도는 금연 캠페인 전반에 걸쳐서 매우 의미있는 점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금연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였다[5].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1980년

대와 오늘날의 개선된 흡연율을 비교할 때 국가차원의 금연정책의 

성공적인 진행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6]. 그리고 매스 미디어

를 통한 금연활동이 지속될 때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연구결과로 보고되고 있다[7]. 특

히 미국의 2003년 금연 캠페인 효과측정에서, 매스 미디어 이외의 요

인 통제 후 금연광고 등이 금연효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고하

였다[8].

이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금연활동은 정부의 

관련조직과 민간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공익활동도 함께하

는 전국적인 관심사로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흡연자

를 향한 효과적인 금연 설득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

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에서 다루어온 주요 요인들은 흡연자와 관련한 

흡연자 요인, 흡연자에게 전하는 금연설득메시지의 콘텐츠와 관련한 

메시지 요인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연 캠페인은 텔레비전 광

고가 중심이 되며, 영상홍보물, 옥외광고,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매체

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중반의 인터넷 이후 소위 디지털 기

술혁명이 전개되고, 현재의 모바일 매체 환경으로 변환되면서 매체운

용에서 엄청난 변환기를 맞게 된다. 매체운용 현황파악의 지표가 되는 

광고비지출 매체현황에서 미디어 조사회사인 Zenith Optmedia [9]가 

조사한 2018년도 광고매체비 분포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TV 31.9%, 

디지털 38.6%(인터넷 디스플레이 21.3%, 인터넷 검색 17.3%), 신문 8.1%, 

옥외 6.5%, 라디오 5.9%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제일기획이 

발표한 2018년 총 광고비[10]에서는 방송 33.9%, 디지털 37.5% (모바일 

23.9%, PC 13.6%), 인쇄 14.8%, 옥외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운용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데, 

오늘날 손안으로 쥐어지는 모바일 기기의 편리함으로 인해 해마다 디

지털 미디어가 기존 매체이용의 지분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콘텐츠와 관련되는 기본적 속성인 정보성 이외, 상호작용성, 

유희성 등 특유의 매체속성으로 콘텐츠 이용자들을 끌어들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금연 설득메시지 관련 연구에서 메시지를 전달

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추가하여 연

구지평을 확장하려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다. 일찍이 디지털 미디어

는 등장 초기부터 기존 매체의 장점들을 거의 모두 포함하거나 종합

하는 기술적 파워를 지니며, 빠른 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금

연광고 메시지 연구에서 디지털 미디어 요소는 기존의 연구요소에 더

하여 연구의 필요와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디지털 미디어 

광고콘텐츠 연구는 이미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본 연구와의 차별점

은 같은 내용의 금연 메시지가 서로 다른 매체에 실리는 경우, 어떠한 

메시지 설득효과의 차이가 있을까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 차별점이 

있겠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광고 메시지의 소구방향

에서 관심 요인인 개인상해 위협 소구/사회공익 위협소구가 서로 다른 

매체인 디지털 SNS매체(페이스북)/전통 인쇄매체에 실릴 때, 흡연자들

은 금연의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이 연구를 위해 건강행위 설명과 예측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

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한다. 연

구를 위해 제작한 각각 네 종류의 실험광고물을 본 흡연자가 금연의도

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인 금연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에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또 이들은 각각 금연의도에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금연광고 메시지 작성 및 SNS와 인

쇄매체의 활용성 방안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연구

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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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광고메시지 소구방향

금연광고 메시지 특성 연구는 주로 금연광고 메시지의 설득 소구방

향에 따른 효과에 맞추어져 있으며, 금연광고 메시지의 공포소구를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4-2005년 사이 흡연의 폐해를 적나

라하게 표현한 TV광고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대중들에게 노출되었

다. 공포소구는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

의 금연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Lee et al. [11]은 공포소구를 

다룬 국내의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한 결과, 위협소구의 공포크기가 

클수록 메시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흡연을 주제로 

한 금연 캠페인에서 흔히 쓰이는 메시지 소구 방향으로 흡연은 몸에 

해로우니 금연하라는 자기상해 메시지 소구(self-harm)와 흡연은 타인

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금연합시다라는 타인상해 메시지 소구(oth-

er-harm)가 있다[12].

Unger and Stearns [13]는 메시지 소구방향을 신체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으로 나누며, 신체적 위협은 자신에 대한 물리적인 직접적인 위협

을 강조하고, 사회적 위협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흡

연 당사자의 윤리성을 환기시키고, 주변인들의 외면, 무시, 소외 요인을 

강조한다. 사회적 위협은 신체적 위협 소구보다 행동변화가 더 커서 설

득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14]. 또 사회적 위협의 공포소

구는 효과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비흡연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는 죄

의식을 상기시킨다. 이로써 흡연자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

이려 금연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향해 금연권고

를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5]. 이와 같이 메시지 소구방향

에 대한 연구에서 두 방향에 대한 개념적 의미는 같으나 사용하는 용

어가 신체적 소구/심리적 소구[16], 신체적/사회심리적[17], 자기상해/타

인상해[12], 신체적/사회적[14] 등의 위협소구 용어가 혼재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방향성이 드러나는 개인상해/사회공익 위협소구로써 사용

하고자 한다.

SNS미디어로서 페이스북의 특성

SNS 미디어의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트위터(Twitter)와 페

이스북 등 SNS 미디어가 새로운 광고미디어로서 각광받고 있다. 고객

을 향한 주요 소통 수단으로 SNS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SNS미디어

가 인터넷에서의 광고 등 여러 소통 기능들과 유사하지만, 여기에서 만

들어지는 콘텐츠와 관련된 아이디어, 정보, 감성적인 것 또는 판단까지 

타인들에게 전달되며 확산되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8]. SNS 미

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예

외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관의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하여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

까지 기관홍보의 SNS매체로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페이스북은 2004년에 thefacebook.com으로 출발하여 2018년 기준

으로 월 실사용자가 22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동[19]하는 대표적 

SNS이다. 그 다음은 유튜브(YouTube) 19억 명, WhatsApp 15억 명, 

Messenger 13억 명이 뒤를 잇는다.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34%, 카카오

스토리(Kakaostory) 27%, 트위터 14%, 밴드(BAND) 11.3%, 인스타그램 

10.8%로 페이스북이 이용률[20]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

용자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힘입어 페이스북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앞

서가는 광고매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모두에서 ‘따스한 메아

리 - 아스따리’라는 캠페인 브랜드를 설정하고 정책과 각종 보건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전달은 물론 SNS 특유의 감성적인 채널로

써 딱딱한 정부기관 이미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하나의 개인 인격

체로 브랜드화하여 친근하게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콘텐츠 내용도 사

진과 동영상 그리고 카드뉴스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

(infographics)의 도입 등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하여 상호작용적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Taylor et al. [21]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

광고에서 태도의 영향요인 규명결과, 광고에서의 오락성이 SNS 광고태

도에 가장 큰 영향 요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보성으로 나타났

다. An and Kim [22]의 SNS 연구에서도 오락성이 광고태도에 대해 가

장 큰 영향요소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 미디어는 기존의 전통 매체에

서 볼 수 없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무서운 속도로 끌

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광고물로서 페이스북에 게

재되는 형식을 모두 갖추어 개인상해 지향적/사회공익 지향적 위협소

구의 두 종류로 제작하여 노출하고 금연의도의 선행변인인 금연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종속변인인 금연의도에 대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과 연구모형

계획된 행동이론은 1975년 발표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

soned Action)을 수정하고 보완한 이론으로[23],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외에 지각된 행동통제요인을 추가하여 설명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

는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으로는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든다. 또 이 이론은 인

간의 행동을 태도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규범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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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가?

연구문제 3.  성별 ·연령·소구방향 ·매체 ·금연태도·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 요인 중 어떤 요인이 금연의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대상자는 2019년 11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전

국에서 흡연자이면서 페이스북 사용자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로

서 무작위로 선택된 남녀 총 2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첫 항

목에서 흡연 유무와 페이스북 사용유무를 가렸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문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네 가지 

각각의 실험광고물에 60-61명씩 배치하여 광고물에 노출시키고, 준비

된 설문항에 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광고물(Appendix)은 모바일과 PC, 테블릿 등으로 

노출되는 페이스북 게재 상황과 일반 인쇄매체에 게재되어 노출되는 

두 가지 광고물 노출 상황을 설정하였다. 온라인 매체로 노출되는 페이

스북 게제 상황은 일반 인쇄매체 노출 상황과 다르므로 매체의 차이

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페이스북 게재 형식 광고물은 광고물 

통제능력의 개념인 지각된 행동통제를 부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이

론은 단순명확하고 측정가능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24]. Ji [25]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군 흡연자에게 적용하고 연구하

여 금연행위예측에 유용함을 드러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건강

관련행위 등에서 실증적으로 지지를 받았다[26]. 계획된 행동이론의 

이론적 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이 이론 모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모

형은 Figure 2로서 금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금연의도와 그 선행변수

까지를 연구범위로 삼았고 금연행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금연광고 메시지에 노출된 흡연자들이 위 연구모형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금연광고 메시지와 게재

되는 매체의 상이함으로 금연의도에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금연광고 메시지의 소구방향(개인상해 위협소구/사회

공익 위협소구)에 따라서 금연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금연광고 메시지의 소구방향(개인상해 위협소구/사회

공익 위협소구)이 매체(페이스북 ·인쇄매체)에 따라서 금

연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는 어떤 차이를 보

Figure 1. Theoretical model of planned behavior theory.

Attitude

Intention to perform the behavior BehaviorSubjective norm

Perceived control

Figure 2. Research model. Ad,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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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전에 충분히 조사내용과 의도를 고지하고 이해가 된 이후 설문

지 기록을 진행하였다. 즉 설문지 작성전에 “이 설문은 보건복지부 금

연 캠페인 광고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모바일과 PC, 

테블릿 등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진행해야 하나 조사의 편의를 위해 용

지에 복사하여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꼭 온라인의 모바일과 

PC, 테블릿 등에서 보시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

오.”라고 설명하고 진행하였다. 전체 설문응답자(241명)의 페이스북 사

용기기는 모바일 196명(81.3%), PC 42명(17.4%), 테블릿 3명(1.2%)로 나타

나 모바일 사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사용기기 차이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험광고물 및 조작 Check 

연구를 위해 제작하여 설문자들에게 제시된 광고물은 (1) 개인상해 

위협소구+페이스북 노출, (2) 개인상해 위협소구+인쇄매체 노출, (3) 사

회공익 위협소구+페이스북 노출, (4) 사회공익 위협소구+인쇄매체 노

출로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체적 위협소구와 사회적 위협소구의 메

세지량과 이미지의 크기는 거의 같은 지면으로 맞추었고, 내용만 소구

방향을 달리하였다. 또, 두 가지 위협소구는 페이스북과 인쇄매체 형

식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상해 위협소구+페이스북 노출광고의 헤드라인은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로 했다. 본문은 ‘페친 여

러분 아직도 흡연 중이신가요? 흡연자들이 모르는 상식 중 하나! 흡연

은 폐암의 직접적 원인제공도 하지만 다른 질병의 원인도 됩니다. ① 폐

암을 유발합니다. ② 피부노화에 영향을 끼치며, ③ 뇌손상까지 심각

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금연합시다.’로 작성했다. 또 이미지는 담배연

기로 손상되어 가는 폐사진이 밀폐된 병에 담긴 것으로 합성하였다. 

(2) 개인상해 위협소구+인쇄매체 노출광고는 (1)과 내용이 같으며, 

인쇄매체 게재 형식으로 하였다.

(3) 사회공익 위협소구+페이스북 노출광고의 헤드라인은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로 하였다. 본문은 

‘페친 여러분 아직도 흡연 중이신가요? 흡연자들이 모르시는 것 중 하

나! 흡연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며, 주위 사람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①

담배냄새에 역겨움을 호소합니다. ② 흡연자의 누런 치아도 싫어 합니

다. ③ 흡연행동을 지저분한 습관으로 간주합니다. 당장 금연합시다!’

로 작성하였다. 또 이미지는 한 어린아이가 담배연기에 둘러싸여 울음

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4) 사회공익 위협소구+인쇄매체 노출광고는 (3)의 내용과 같으며, 

인쇄매체 게재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이 네 가지 실험물에 대한 메시지소구 방향과 매체유형에 대한 조작 

체크는 공포소구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전체 설문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네 가지의 광고물

에 대해 서로 다른 광고물을 제시하고 ‘무섭다’, ‘걱정스럽다’, ‘불안하

다’의 문항으로(“광고를 보신 후 어떤 감정이 생겨났습니까?”) 공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27].

네 가지 광고물에 대한 공포인식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를 실시한 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7점 척도에서 평균 4.63-

5.41로 실험물 모두 어느 정도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고 있어서 공포소

구 광고물로 조작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 네 가지 광고물 모두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4.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첫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설문지 항목의 측정변수 측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Varimax 

회전방법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의 신뢰성을 확인하

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실시

하였다. 

셋째, 소구유형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였다. 

넷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섯째,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주요변수의 측정

금연태도

태도는 행위를 좋아하는 정도이며, 행위의 결과에 갖는 신념인 행위

신념과 그 결과와 관련된 가치인 결과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28]. 실

험광고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금연태도에 대한 태도의 직접 측정은 7문

항으로 ‘매우 그렇다’ 7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이며, 7점 척도로 

Table 1. Fear awareness level for 4 experimental advertisements

Variables n Mean SD t p

Personal harm threat appeal/
Facebook Ad

M 40 5.10 1.15 -0.59 0.555
F 21 5.27 0.88

Social welfare threat appeal/
Facebook Ad

M 40 5.41 0.76 0.33 0.749
F 20 5.33 1.00

Personal harm threat appeal/
Print Ad

M 40 4.63 1.34 -0.39 0.695
F 20 4.77 1.27

Social welfare threat appeal/
Print Ad

M 40 5.08 1.08 0.85 0.399
F 20 4.80 1.36

SD, standard deviation; m, male; f, female; Ad,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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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문항은 

Hyun [29]의 연구에서 금연태도 7문항을 참고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한 달 이내에 담배를 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내가 한 달 이내에 담배를 끊는 것은 가치 있는 일

이다. (3) 내가 한 달 이내에 담배를 끊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4) 내가 

한 달 이내에 담배를 끊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7이었다.

주관적 규범

특정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으

로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광고물에 노출된 피험자의 금연수행 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를 Song and Kim [30]

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네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 

7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이며,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

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의 

친한 친구가 이 금연광고를 보았다면 내가 금연해야 한다고 말해줄 것

이다. (2) 나의 가족 구성원이 이 금연광고를 보았다면, 내가 금연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3) 나의 친한 이웃이 이 금연광고를 보았다면, 내

가 금연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4) 나의 중요한 주변사람들이 이 금

연광고를 보았다면, 내가 금연하는 것을 잘 도와 줄 것이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0.83이었다.

지각된 행동통제

특정 행동수행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 자신

감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연행위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또

는 용이함, 자신감의 정도를 Yu et al. [31]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

정하여 세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 7점부터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이며,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만일 원하기만 하면 

나는 한 달 이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다. (2)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금연

할 자신이 있다. (3) 내가 금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0.90이었다.

금연의도

특정행위 수행을 얼마나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지에 대한 의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금연에 대한 의도로

서 Baek [12]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4문항의 7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강하다. ‘매우 그렇다’ 7점부터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

한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금연광고를 보고 금연을 계획할 생

각이 든다. (2) 이 금연광고를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연을 고려

해 볼 것이다. (3) 이 금연광고를 보고 금연을 실천해 볼 것이다. (4) 이 

금연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연을 권유하고 싶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0.92이었다.

연구 결과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총 241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63 67.6
   Female 78 32.4
Age (y)
   20-29 33 13.7
   30-39 68 28.2
   40-49 85 35.3
   50-59 47 19.5
   ≥60 8 3.3
Smoking Yes/ No
   No 241 100.0
Facebook use Yes/ No
   Yes 241 100.0
Facebook use (hr/day)
   >1 118 49.0
   1-2 90 37.3
   2-3 18 7.5
   3-4 15 6.2
Facebook using divice
   Mobile 196 81.3
   PC 42 17.4
   Tablet PC 3 1.2
Education
   Non education 1 0.4
   Graduated elementary school 1 0.4
   Graduated junior school 1 0.4
   Graduated high school 40 16.6
   Attending university 8 3.3
   Graduated university 173 71.8
   More than graduate school 17 7.1
Job
   Official/Employee 123 51.0
   Business/Service 41 17.0
   Industrial/Engineer 44 18.3
   Ariculture/Fisher/Livestock 3 1.2
   Housewife/Housework 15 6.2
   Inoccupation/Retire 15 6.2
Total 2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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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금연의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에서 고윳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총 1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요인명은 ‘금연의도’

이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값은 0.839로 나타났으며,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 근사카이제곱이 713.055로 자유도 3일 때, 유의수

준 5%이내에서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별 측정항목의 요인분석에서 요

인적재치가 0.4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측정항목의 타당성이 충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를 분석 결과 금연의도의 신뢰도 계수는 

0.92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소구유형에 따른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 차이분석 

소구유형에 따른 태도의 차이

개인상해 위협, 사회공익 위협 소구유형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상해 위협’(M =5.63, SD =1.03)이 ‘사회공익 위협’(M =  

5.36, SD =1.06) 보다 태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02, p< 0.05). 즉, 태도의 경우 개인상해 

위협이 사회공익 위협보다 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구유형에 따른 주관적 규범 차이

개인상해 위협, 사회공익 위협 소구유형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상해 위협’(M =5.37, SD =1.09)이 ‘사회공익 위

협’(M =5.22, SD =1.04)보다 주관적 규범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 =1.08). 즉, 주관

적 규범의 경우 소구유형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소구유형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 차이

개인상해 위협, 사회공익 위협 소구유형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상해 위협’(M = 4.49, SD = 0.94)이 ‘사회공익 

위협’(M = 4.24, SD = 0.91) 보다 지각된 통제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04, p< 0.05). 즉, 지각

된 통제의 경우 개인상해 위협이 사회공익 위협 보다 지각된 행동통제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구유형이 매체에 따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상해 위협, 사회공익 위협인 소구유형이 매체에 따라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Two-Way-ANOVA)를 활용한 상

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163명(67.6%), 여자 78명(32.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29세(13.7%), 30-39세 

68명(28.2%), 40-49세 85명(35.3%), 50-59세 47명(19.5%), 60세 이상 8명

(3.3%)으로 40-49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와 페이스북 이

용여부는 모두 241명이 예(100.0%)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하루 이용시

간의 경우 1시간 미만 118명(49.0%), 1-2시간, 90명(37.3%), 2-3시간 18명

(7.5%), 3-4시간 15명(6.2%)으로 1시간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

이스북 사용기기의 경우 모바일 196명(81.3%), PC 42명(17.4%), 태블릿

PC 3명(1.2%)으로 모바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무학, 

초등졸, 중졸 각각 1명(0.4%), 고졸 40명(16.6%), 대학재학 8명(3.3%), 대

학졸업 173명(71.8%), 대학원 재학 또는 이상 17명(7.1%)으로 대학졸업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공무원/회사원 123명(51.0%), 상

업/서비스업 41명(17.0%), 공업/기술직 44명(18.3%), 농업/어업/축산업 3

명(1.2%), 주부/가사노동 15명(6.2%), 무직/은퇴 15명(6.2%)으로 공무원/

회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

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에서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추출모델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의 경

우 직각회전 방식인 배리맥스(Varimax)회전 방식을 이용하였다. Kai-

ser-Meyer-Olkin (KMO) 측도의 경우 0.6 [32], 공통성에서 0.4 [33], 요인

적재량에서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판단하였다[34]. 

척도의 타당성 및 요인분석으로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도 계수를 이용해 검증을 실시하였

다. 신뢰도 계수는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0.6을 기준으로 하였다[35].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고윳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총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인명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이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값은 

0.876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근사카이제곱이 

1107.235로 자유도 45일 때,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확률 0.000으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별 측정항목의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의 수치로 측

정항목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를 분석 결과 태

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Cronbach’s α 계수는 0.87, 0.83, 

0.90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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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아래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구유형

은 매체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상해 위협의 경우 인쇄매체(M=5.73, 

SD =1.06)가 페이스북(M =5.52, SD =1.06) 보다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공익 위협의 경우도 인쇄매체(M =5.43, SD =1.05)가 페이스

북(M =5.28, SD =1.07) 보다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소구유형이 매체에 따라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개인상해 위협, 사회공익 위협인 소구유형이 매체에 따라 주관적 규

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활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래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구유형은 매

체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상해 위협의 경우 페이스북(M=5.51, 

SD =1.09)이 인쇄매체(M =5.23, SD =1.08) 보다 주관적 규범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사회공익 위협의 경우 인쇄매체(M =5.29, SD =1.11)가 페

이스북(M =5.16, SD = 0.97) 보다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

용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는 없

다고 할 수 있다.

소구유형이 매체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

개인상해 위협, 사회공익 위협인 소구유형이 매체에 따라 지각된 행

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활용한 상호

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분석하였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구유형은 매체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5).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위협의 경우 페이스북(M = 4.67, 

SD = 0.88)이 인쇄매체(M = 4.32, SD = 0.99) 보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공익 위협의 경우는 페이스북(M = 4.16, SD =  

Table 4. Result of ANOVA on attitude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Model 6.484 3 2.16 1.99 0.117
Intercept 7,270.289 1 7,270.29 6,683.28 0.000
Appeal type 4.481 1 4.48 4.12 0.044
Media 1.984 1 1.98 1.82 0.178
Appeal type x Media 0.045 1 0.05 0.04 0.839
Error 257.816 237 1.09
Total 7,535.313 241
Corrected total 264.300 240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attitude

Appeal type Media Mean SD n

Individual harm 
appeal

Facebook 5.52 1.06   61
Print media 5.73 1.00   60
Total 5.63 1.03 121

Social harm  
appeal

Facebook 5.28 1.07   60
Print media 5.43 1.05   60
Total 5.36 1.06 12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6. Result of ANOVA on subjective norm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Model 4.123 3 1.374 1.21 0.307
Intercept 6,761.276 1 6,761.276 5,946.94 0.000
Appeal type 1.317 1 1.317 1.16 0.283
Media 0.320 1 0.320 0.28 0.596
Appeal type x Media 2.459 1 2.459 2.16 0.143
Error 269.453 237 1.137
Total 7,037.438 241
Corrected total 273.576 240

Table 3. T-test 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control according 
to appeal type

Variables n Mean SD t p

Attitude 2.02 0.044*
   Individual harm appeal 121 5.63 1.03
   Social harm appeal 120 5.36 1.06
Subjective norm 1.08 0.280
   Individual harm appeal 121 5.37 1.09
   Social harm appeal 120 5.22 1.04
Perceived control 2.04 0.042*
   Individual harm appeal  121 4.49 0.94
   Social harm appeal  120 4.24 0.91

SD, standard deviation.
*p<0.05.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subjective norm

Appeal type Media Mean SD n

Individual harm 
appeal

Facebook 5.51 1.09   61
Print media 5.23 1.08   60
Total 5.37 1.09 121

Social harm  
appeal

Facebook 5.16 0.97   60
Print media 5.29 1.11   60
Total 5.22 1.04 12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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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이 인쇄매체(M = 4.34, SD = 0.93) 보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기 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전 조치이다. 

금연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금연의도 간의 상관관계

는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네 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Table 10), 

주관적 규범(r= 0.70, p< 0.001), 금연태도(r= 0.56, p< 0.001), 지각된 행

동통제(r= 0.27, p< 0.001) 순으로 금연의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1과 같다. 회귀분석

에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

다.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고, Durbin-

Watson 지수가 1.989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Table 8. Result of ANOVA on perceived control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Model 8.356 3 2.785 3.24 0.023
Intercept 4,600.947 1 4,600.947 5,354.65 0.000
Appeal type 3.600 1 3.600 4.19  0.042*
Media 0.418 1 0.418 0.49 0.486
Appeal type x Media 4.284 1 4.284 4.99  0.026*
Error 203.641 237 0.859
Total 4,815.778 241
Corrected total 211.997 240

*p<0.05.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ceived control

Appeal type Media Mean SD n

Individual harm Facebook 4.67 0.88   61
Printed media 4.32 0.99   60
Total 4.49 0.95 121

Social harm Facebook 4.16 0.91   60
Printed media 4.34 0.93   60
Total 2.39 0.92 12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Variables 
Smoking 
cessa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norm

Smoking 
cessation 
intention

Smoking cessation attitude
   Pearson p-value 1 0.689 0.033 0.556
   p-value two-tailed 0.000 0.607 0.000
   n 241 241 241 241
Subjective norm
   Pearson p-value 0.689 1 0.145 0.699
   p-value two-tailed 0.000 0.025 0.000
   n 241 241 241 241
Perceived norm
   Pearson p-value 0.033 0.145 1 0.182
   p-value two-tailed 0.607 0.025 0.005
   n 241 241 241 241
Smoking cessation intention
   Pearson p-value 0.556 0.699 0.182 1
   p-value two-tailed 0.000 0.000 0.005
   n 241 241 241 241

Table 11.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Unstandaedized Coefficie-nts Standaedi-zed Coeff-icie-nts

t p VIF
B SE β

(Constant) -0.095 0.48 -0.20 0.843
Gender 0.085 0.12 0.03 0.74 0.458 1.040
Age (y) -0.033 0.05 -0.03 -0.63 0.529 1.046
Attitude 0.103 0.07 0.09 1.45 0.149 1.998
Subjective norm 0.680 0.07 0.62 9.81 0.000*** 1.975
Perceived control 0.099 0.06 0.08 1.65 0.101 1.145
Appeal type -0.113 0.11 -0.05 -1.06 0.292 1.034
Media 0.358 0.11 0.15 3.36 0.001* 1.029

SE,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uence factor.
Dependent variable: smoking cession intention.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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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uence Factor, VIF) 지수

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VIF지수는 1.029-1.998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다중회귀분석에서(F = 80.882, p< 0.001) 주관적 

규범(p< 0.001), 매체(p< 0.05)는 금연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

었다. 즉,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β = 0.62), 그리고 매체에 따라서(β =  

0.15) 금연의도가 높아진다. 여기서 주관적 규범이 가장 큰 영향을 주

었고, 다음은 매체에 따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이 종속변

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1.9%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금연광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흡연 경험자들이 흡연행동 이후 가질 

수 있는 불쾌감, 건강염려 등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소구해 온 것이 사

실이다. 금연하도록 설득하려는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건강 위협소구

로 지속되었다. 흡연행동을 중지하거나 시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

니라는 것은 흡연이 갖는 중독성 등의 습관성 등을 통해서도 잘 알려

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흡연인구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는 흡연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안 되

는 중요한 일이다. 흡연자들을 향한 금연활동의 하나로 진행 중인 금

연 캠페인 광고에는 어떤 메시지로써, 어떠한 경로를 통해 흡연자들에

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탐색하는 것을 본 논문의 주제로 삼

았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위협소구 광고 메시지와 우리 생

활에 필수적인 소통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SNS 매체인 페이스북을 통

해서 메시지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위협소구는 자기상해 위협소구와 

사회공익 위협소구의 내용으로 제작된 실험물이며, 페이스북에 게재

된 경우와 인쇄매체용으로 제작하여 피험자들에게 노출 시켰다. 본 연

구 결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첫번째, 금연의도는 계획된 행동이

론 모형의 요인 중 흡연자들이 주변인의 압력을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

으로 규범을 따르려 하는 주관적 규범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나

타났다. 또 다음으로 이 주관적 규범은 개인상해 소구의 광고물로써 

페이스북에 게재된 것에서 효과를 보여 주었다. 부분적으로는 인쇄매

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금연실행에 대한 자신

감 등의 개념 구성인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은 사회공익 위협소구 광

고물에 대해 페이스북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나타내었다. 광고 메시지 

소구방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Evans et al. [14]은 사회적 위협소구의 

효과는 신체적 위협소구 보다 실제 행동변화가 더 크며, 설득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연구결과로서 제안 한 바, 본 연구에서는 전통 인쇄광

고물에서 동일하게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위협소구는 간

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비흡연자와 연계하여 인간의 양심을 건드리는 

죄의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15]. 페이

스북을 포함한 SNS미디어의 경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 

Taylor et al. [21] 오락성이 정보성보다 앞서는 것을 드러내었는데, 본 연

구에서 SNS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전통 인쇄매체 게재 광고물 비교에서

는 사회적 위협 소구의 광고물이 인쇄매체에서 우위를 보이는 의미있

는 효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금연정보’를 추구하는 흡연자

들에게는 오락성이 앞서는 SNS매체 보다 정보성이 앞서는 전통 인쇄

매체가 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금연광고에서 전통인쇄 매체의 힘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SNS를 통한 광고메시지 전달은 매체 특유의 속

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써 흡연자 개인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는 것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서로 다른 매체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비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서로 다른 통제요인들로 무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이다. 그러나 SNS 사용자들이 여러 매체들의 콘텐츠 종류들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수용 조건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려는 탐색적 시도로서 본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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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est Advertisement

(1)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페이스북 광고>

(3)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페이스북 광고>

(2)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인쇄 광고>

(4)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인쇄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