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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익광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 탐구:

호감, 공감, 심리적 저항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Response to the Anti-Smoking Advertisements: 
Ad Liking, Empathy, and Psychological Resistance

소현진

Hyeonjin Soh

요 약 본 연구는 성인남성 30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 공감, 심리적 저항의 반응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금연공익광고에 대하여 비흡연자는 호감 반응을 나타낸 반면 흡연자는 비호감 반응이 많았다. 또한

4·50대 흡연자의 광고 공감도가 2·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광고 공감도의 차이를 보였다. 흡연자들은

금연메시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심리적 저항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원 폄하를 포함한 정보원에 대한 저항

전략을 주로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금연공익광고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금연광고, 심층인터뷰, 호감, 공감, 심리적 저항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actions of ad liking, empathy and psychological resistance to antismoking 
public advertise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30 adult males. According to the study, non-smokers 
responded favorably to the advertisement, while smokers were unhappy.  In addition, smokers in their 40s and 
50s showed a higher level of empathy for ads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Smokers have tried various 
forms of psychological resistance to non-smoking messages, especially denigrating information sour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 measure was propo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on-smoking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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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연유도와 흡연억제를 위하여 흡연의 신체적 폐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흡연이 타인에게 미치는 해

악 등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가 금연공익캠페인을 통해

전달되었다. 하지만지금까지의금연광고캠페인은흡연

의해악을효과적으로전달하는메시지의개발에집중하

는 경향이 있으며, 금연 메시지에 대한 목표청중의 반응

을심도깊게분석하고자한시도는드물다. 동일한메시

지라도이에대한수용자의반응은그가처한상황에달

라질수있으므로효과적인금연공익광고를위해서는금

연 캠페인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심층 분석하고 그들

의 반응을 고려한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연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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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주요 목표 수용자인 성인남성의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반응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금

연공익광고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공익광고를 포함한 광고의 설득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수용자 반응 요인으로 광고 호감, 공감, 그리고 심

리적 저항을 들 수 있다.

광고 호감은 수용자가 광고 주장과 표현을 좋아하

는 감정으로서 광고가 선택적 지각의 장벽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호감 가는 광고

는 넘쳐나는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 메시지와 브랜드를 기억하게 한다. 광고 호감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도 긍정정인 영향을 미치는

데, 광고 주목을 통한 메시지의 이해를 도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는 주목 효과와 동시에

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 자연스레 브랜드로 전이

되는 전이 효과 역시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1].

광고 공감이란 수용자 스스로가 자신을 메시지 속

인물이 겪는 경험에 상상적으로 투입하여, 주어진 상

황을 이해하고,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인물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2][3]. 메시지

에 공감한 수용자는 메시지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을

느끼게 되어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반응

은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권유사항을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4]. 다수의 연구들이 설득

효과에 있어 공감의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광고

공감은 광고평가와 제품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5][6], 호의적인 광고태도 및 구매의향의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한편 심리적 저항은 설득메시지의 효과를 저해하는

대표적 수용자 반응이다[8][9]. 심리적 저항이란 한 개

인이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유를

복원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 상태를 의미하는 데[10],

특히 금연공익광고와 같이 행위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

하여 행위를 제거하고자 하는 공익광고인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 할 수용자 반응이다. 왜냐하면 흡연은 자신

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니 흡연행위를 멈추라는 금연

공익광고의 메시지는 흡연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유발하여 심리적 저항을 하고

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심리적 저항과

금연메시지의 설득효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선택의 가능성을 제안한 메시지가 확정

적인 결론을 내리는 메시지보다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

을 적게 받으며[8], 감정적 저항인 분노가 높을수록 금

연메시지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심리적 저항이 높을수록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금연광고 시청 후 금연의향이 낮았다[11].

수용자 반응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요

인은 메시지의 소구 유형이다. 소구 유형은 금연공익

광고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메시지 요인이

며 소구 유형에 따라 수용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연공익광고의 메시지 소구 유형은 크게

신체적 소구와 심리적 소구로 구분되는 데, 신체적 소

구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의 사실적 측면을 강

조하여 이성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구 형식인

반면 심리적 소구는 흡연으로 인한 나쁜 결과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여 수용자의 감성적 의사결정을 유도하

는 소구 형식이다. 따라서 신체적 소구는 비교적 정보

지향적이며, 심리적 광고는 감성과 이미지 지향적이다.

일반적으로 관여도가 높은 수용자의 경우에는 정보

지향적 광고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

고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관여상태의 수용자는 저관

여 수용자보다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보아 메시지의 타

당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태도변화를 결정하기 때문이

다. 이를 금연공익광고에 적용해보면 흡연 관여도가

높은 흡연자에게는 심리적 소구보다는 흡연의 폐해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신체적 광고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 소구 유형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 흡연

자는 신체적 소구에 더욱 큰 반응을 보였으나[12] 청소

년 비흡연자와 성인 흡연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소구가

금연의도의 촉진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13].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구성을 위해서

는 각 소구유형에 따른 수용자의 반응을 보다 구체적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와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반

응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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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은 소구 유형

에 따라 어떻게 나타는가?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

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흡연자의 공감은

소구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흡연자의 심리적

저항방식은 무엇인가? 심리적 저항은 소구 유형에 따

라 다른가?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인터뷰에 사용될 광고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집행되었던 금연공익광고를 검색하고 목록을 작성하였

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구 유형 외 다

른 메시지 요소(예: 프레이밍 방향과 메시지 지향점

등)이 모두 동일한 광고를 검색하였고 이를 통하여 두

편의 영상광고가 선택되었다. 두 광고는 모두 동일한

부정적 프레임과 자기 지향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기 다른 메시지 소구를 활용하였는데, 한 편은 신체

적 소구를, 한 편은 심리적 소구를 사용하였다(표 1).

본 연구의 참여자는 흡연여부와 연령을 고려하여 균

형 있게 표집 하였다. 금연광고의 등장인물 및 목표청

중이 성인 남성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성인 남성을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총 30명의 인터뷰 대상자

를 표집 하였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흡연자

20명, 비흡연자 10명을 인터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연구보조자들은 광고

노출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무슨 내용으로 이해되는

지, 어떤 것이 연상되는 지 등의 질문을 제시하는 심

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참여자의 응답은 녹취록

으로 작성되었다.

2. 자료의 분석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호감 , 공감과 심리적

저항을분석하기위하여작성된녹취록의내용을분석하

였다.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광고내용및표현에대하여언급한프로토콜중호

감 프로토콜과 비호감 프로토콜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금연공익광고에대한공감정도를분석하기위해서는총

20명의흡연자의광고공감여부와그이유에대한답변

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은 기

존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저항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

[14][15] 어떤유형의심리적저항이가장활발히사용되

는 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설득에 대한 수용

자의 심리적 저항을 소극적 저항전략(선택적 노출, 선택

적 경청), 정보원에 대한 저항전략(부정적 정서, 정보원

폄하, 자신감 공표), 메시지 기반의 저항전략(반론제기,

태도강화, 사회적 증거제시)의 8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4].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답변 중 심리적 저항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된 여덟 개의 유목으로 분류하여 빈

도와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표 1. 인터뷰에 쓰인 광고물

Table 1. Ad Messages for Interview

신체적

소구

오랜흡연으로인해구강암에걸려혀를부분절단

한 50대남성이등장한다. 남성은젊은시절우리나

라의경제를일구며패기있게일했지만지금은흡

연으로 인해 건강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육성으로금연을 권한다. 흡연으로 인한신체적 폐

해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강조한 광고이다.

심리적

소구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을 얻고 죽어가는 3·40대 가

량의남성이병상에누워있다. 가족들과보낼수있

었던행복한장면들을생각하며자신이다시살수

있다면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며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다짐하며 흡연을 후회하는 광고이다. 흡연으

로인해가족과의소중한시간을잃게된다는감성

적인 표현이 많이 포함된 광고이다.

Ⅳ. 연구 결과

1.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

표 2는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에 관련

하여 언급한 프로토콜의 빈도를 제시하였다. 표에 따르

면 신체적 소구 및 심리적 소구의 메시지 유형에 따른

호감 및 비호감 반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신체

적 소구 및 심리적 소구 두 유형의 메시지 모두 호감

반응과 비호감 반응이 균형 있게 나타났으며(44% 대

56%, 46% 대 54%) 이 중 비호감 반응이 다소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흡연여부에 따른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 반

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흡연자의 경우 비호감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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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에 달하는 반면,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60%가 넘는

프로코톨이 호감반응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는 ‘금연공

익광고가 자신을 가르치려 하는 느낌이며(응답자 1)’,

‘극단적이어서 거부감이 많이 들고(응답자 2, 9, 11)’,

‘흡연자들을 쓰레기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하다

(응답자 6, 16)’는 등 광고 내용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동시에 ‘광고의 표현이 뻔하다(응답자 8)’, ‘집중이 어렵

다(응답자 10)’ 등 금연공익광고의 표현에 대한 비호감

을 드러내었다. 반면 비흡연자의 경우는 ‘신선한 접근

(응답자 21)’이고 ‘구성이 잘 되었다(응답자 23)’는 등의

대체로 높은 호감반응을 보였다.

표 2.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 vs. 비호감 프로토콜

Table 2. Ad liking toward the Anti-Smoking Ads

빈도

(%)

신체적 소구 심리적 소구

흡연 비흡연 합계 흡연 비흡연 합계

호감
27

(36)

18

(64)

45

(44)

25

(36)

18

(72)

43

(46)

비호감
48

(64)

10

(35)

58

(56)

44

(64)

7

(28)

51

(54)

합계
75

(100)

28

(100)

103

(100)

69

(100)

25

(100)

94

(100)

2.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공감

표3은 흡연자의 금연공익광고에대한 공감정도를살

펴본 결과이다. 광고 메시지 유형에 관계없이 흡연자의

절반이상이금연공익광고의내용에공감하는것으로나

타났다. 하지만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공감의 정도는 연

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30대 흡연자보다

4·50대 흡연자가 금연공익광고의 내용에 공감하는 정도

가더높은것을알수있다. 인터뷰에활용된두광고가

각각 가족의 사랑을 강조하거나 흡연 때문에 건강을 잃

은 50대가장의이야기를담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가

장으로서의책임감이증가하고건강에대한자신감이감

소하기시작하는연령대인 4·50대가광고에등장한주인

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공감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 14_40대)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하면 어지럽다

거나하는느낌들이있잖아요. 목이아프다던가... 실제로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 공감대 같은 게 있어요. (응답자

17_50대) 저도내일모레면 55세다되어가는데...저도저

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탁 와 닿죠. (응답자 9_30대)

저게담배를피우면서제가가끔씩하상상하는장면이에

요. (응답자 12_40대) 내가저렇게해서죽으면아이들이

저렇게우는모습들이상상이돼서...가슴에와닿았어요.

표 3. 흡연집단의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공감 정도

Table 3. Empathic response on the Anti-Smoking Ads

단위(명) 연령대 공감 비공감

신체적 소구

20대 2 3

30대 2 3

40대 3 2

50대 4 1

소계 11 9

정서적 소구

20대 2 3

30대 2 3

40대 5 0

50대 4 1

소계 13 7

한편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2·30대의 경우 광고 등장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낮고 금연공익광고에

서 제시하는 내용이 자신이 아닌 특정 타인, 즉 흡연을

장기간 다량으로 한 사람들에게 드물게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응답자5_20대)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20대잖아요.

먼미래니까공감하기어려운쪽이죠. (응답자4_20대) 저

희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되실 수도 있다는 생

각...(이 들었어요.) (응답자 8_30대) 오래피우셨네, 하루

에 몇 갑씩 피우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32년이라고 하

니 내 얘기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3.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심리적 저항

표 4는 금연공익광고에대한흡연자의 반응프로토콜

에 나타난 심리적 저항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금연공익

광고에 대한 흡연자들의 가장 주된 심리적 저항 방식은

부정적정서, 정보원폄하, 자신감공표를포함하는정보

원에 대한 저항전략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폄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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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을 비난하거나

그의신뢰성이나전문성을깎아내리는방식의저항을의

미한다. 금연공익광고에대한정보원폄하의내용을살펴

보면주로담배를판매하는정부가무슨자격으로금연공

익광고를집행하는가라는금연캠페인실행자격에대한

비난과금연공익광고의낮은완성도로인하여효과가없

다는 금연캠페인 실행 능력에 대한 폄하로 요약된다.

(응답자 2) 담배가나라에서도팔고있는거고요, 국가에

서보장하는권리인데... (응답자 10)담배나쁜데왜나라

에서담배금지를안시킬까...정부에서문제가있다생각

하죠...(응답자 14) 왜나라에서는담배를만들게끔해놓

고 금연광고를 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요.

(응답자 1) 금연광고에새로운접근이필요해요. 다른플

롯으로나와야지. 늘똑같은말만하네... (응답자 19)국가

가 불편한 메시지를 불필요하게 자극을 해서 전달하면

금연 계도 대상의 사람들이 안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무

슨의미가있나요. 광고를할거명제대로만들었으면좋

겠어요.

정보원 폄하와 더불어 흡연자들은 광고에 대하여 자

신이느낀부정적정서를적극적으로표현하거나자신은

금연광고를통해서는결코설득당하지않을것이라는자

신감 공표를 통하여 심리적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응답자 1) 되게마음에안들어요. 이거를우리도모르지

는 않는데 이거 너 안 끊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 거는 전혀 효과도 없고 거부감이 들어요. (응답자

9,11,12,,13) 거부감이들고볼때마다짜증이나요. (응답

자 6,16) 흡연자들을 쓰레기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 불

쾌해요. (응답자 8) 딱히광고를보고나서금연을해야겠

다는생각은안들어요. (응답자 11) 빨리죽어도피우겠

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소극적 저항 전략으로 흡연자들은 금연광고가 TV에

나오면 아예 채널을 돌리거나 담뱃갑에 실린 혐오 사진

을보이지않게감추는선택적노출전략을사용하고있

었다. 또한 광고를 보면서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

야기라고생각하며한귀로듣고한귀로흘리는선택적

경청을 통하여 소극적 저항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응답자 13) 아휴징그럽네. (응답자 14) 혐오스럽다고돌

려버리죠. (응답자 20) 재수없다. (응답자 5) 담배갑사진

에는검정테이프를붙여버려요.(응답자 14) 예전에깨끗

했던그갑을따로모아서사용하죠. (응답자 19) 담배케

이스를 사용해요.

(응답자 2)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죠. (응답자

8)담배의 진실을 마주하라고 하는데, 잘 알고 있지만 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표 4.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심리적 저항 유형

Table 4. Psychological Resistance on the Anti-Smoking

Ad

신체적

소구

심리적

소구
합계

소극적

저항전략

선택적 노출 2 5 7

선택적 경청 3 3 6

정보원에

대한

저항전략

부정적 정서 4 5 9

정보원 폄하 11 7 18

자신감 공표 4 4 8

메시지

기반의

저항전략

반론 제기 5 4 9

태도 강화 - - -

사회적

증거제시
2 3 5

메시지기반의저항전략으로는자신을설득하려는메

시지의논리에직접적인반박논리를제시하며저항하는

반론 제기 전략과 자신의 기존 태도에 일치하는 사실을

제시하며 저항하는 사회적 증거 제시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반론 제기 전략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박논리로는

흡연이 암 등의 심각한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흡연 또한 엄연한 권리라는 점이 거론되었다. 사회

적증거제시전략에서는자신을비롯한주변사람대부

분이흡연으로인해병이생긴다고믿지않는다는점, 그

리고 장기간 흡연을 했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한 친

척과 지인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응답자 2) 담배 피운다고 환자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담배피우면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응답자 10) 꼭 담배 때문일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응답자 6)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흡연권은 헌법상에 권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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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응답자 5) 제 주변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당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응답자 6) 담배 피는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담배피고도 어떤 사람은 백

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하기 나름이에요.

(응답자 12) 우리 할아버지는 80대까지 하루에 담배 두

세 갑씩 피웠지만 폐질환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연캠페인의 주요 목표 수용자

인 성인남성의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반응을 심층인터

뷰를 통해 분석하여 설득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체적 소구와 심리적 소구의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호감, 공감, 심리

적 저항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호감반응은 흡연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흡연자의 경우는 금연공익광고의 내

용과 표현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 등의 비호감 반응이

더 많은 반면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잘 만든 광고이다,

필요하다는 등의 호감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광고 호

감이 광고 주목도 및 광고 이해, 나아가서는 메시지 수

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현

재의 금연공익광고는 비흡연자에게 더 수월하게 수용

되며 정작 목표수용자인 흡연자에게서 외면 받을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 응답자는 금연

광고가 흡연자는 외면하게 만들고 오히려 비흡연자에

게 적합한 느낌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응

답자 2). 따라서 목표청중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

하고, 흡연자의 금연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시도 억제

라는 구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연공익광고의 제

작과 집행이 더 효율적 캠페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공감의 정도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나타났다. 2·30대 흡연자의경우광고에서제시된

내용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은 반면,

4·50대 흡연자는 광고 내용에 공감하는 정도가 더 높았

다. 이는두가지측면에서해석이되는데첫째젊은세

대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과신한다는 점과 둘째 광고에

나타난 사례가 흡연 때문에 건강을 잃은 가장의 이야기

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높은 연령대인 4·50대가 광고에

등장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공감하는 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건강상실의위기의식이낮은젊은세대는공감하지못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금연캠페

인을 계획할 때 연령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목표 청중

의세분화가좀더구체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현

재 크게 청소년층과 성인으로 나누고 있는 목표 수용자

집단을결혼여부, 자녀여부, 연령대에따라구체화하고

이들을향한보다섬세한메시지구성을고민해야할것

이다.

흡연자들은 설득 메시지의 내용을 부정하는 메시지

기반 저항보다는 정보원에 대한 저항과 선택적 노출 및

경청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흡연자 역시 금연의 폐해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수긍

하고있으나실제로수용하기는싫어하며따라서자신을

설득하려고 정보원에 대한 폄하와 광고 내용을 한 귀로

듣고한귀로흘리는선택적경청등의우회적인저항전

략을 통해 설득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득목적의달성을위해서는설득메시지의설득력과

피설득자의 저항 가능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

까지의금연메시지가흡연행동억제를위한메시지의설

득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흡연자의 저항

을낮추기위한전략은무엇이있는가에대한고민이필

요하다. 흡연자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로 긍정적

메시지 프레임의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

답자 중 상당수가 흡연의 부정적 사례를 전달하는 금연

공익광고의 메시지 전달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

는데, 이들은 극단적인 피해사례는 내 일이 아니라는 생

각과 동시에 혐오감을 일으켜 광고를 기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한 명은 금연 후의 긍정적 장점

을 보여주는 금연메시지가 없다는 점은 금연의 긍정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응답자 1)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용자의 흡연 행동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담고 있는 부정적 프레임보다는 금

연을통해얻을수있는혜택을강조하는긍정적프레임

의 메시지를 통해 흡연자의 설득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금연공익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실

험이나 설문조사 등의 양적 방법이 아닌 질적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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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
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인심층인터뷰를통해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설문조사등이대량자료수집을통해전반적인현상을

찾아내는 데에 적합하다면[16] 심층인터뷰는 개별 인물

의답변을통해현상이나타나게된원인과구체적인과

정을밝혀낼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본 연구도금연광고

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수용자의 구체적 언어로 심층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적용 범위의 제한이라는 단점

을가지고있다. 본 연구의결과가제한된수의응답자의

답변에기초하였으므로연구의일반화범위를넓히기위

해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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