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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익광고의 메시지 유형 분석

Analysis of the Contents of Anti-Smoking Advertisement

소현진

Hyeonjin Soh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흡연억제에 효과적인지를 살펴 금연공익광고의 제

작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였다. TV금연공익광고 68편이 메시지 소구유형, 메시지 프레임, 메시지 지향성, 커뮤니케이션 목표

및 광고유형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TV금연공익광고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첫째, 흡연

의 신체적 영향을 강조한 신체적 유형 메시지, 둘째 흡연의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부정적 프레임 메시지, 셋째 자기지향적

메시지, 넷째 흡연 태도변화를 목표로 하는 메시지, 다섯째 스토리텔링 기법. 본 연구결과와 기존 금연광고 연구의 결과를 고려

하여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토론되었다.

주요어 : 금연광고, 내용분석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nti-smoking advertisements in Korea and examined if 
these characteristics were appropriate in terms of their effects. 68 TV anti-smoking ads were 
content-analyzed, focusing on ad appeal, message frame, message orientation, communication goal, and ad type. 
According to research, TV anti-smoking ads in Korea used messages that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physical type messages that emphasize the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second negative frame messages that 
show negative consequences of smoking, third self-oriented messages that emphasize the consequences of 
smoking on oneself, fourth messages that intend to change attitude toward the smoking, and fifth storytelling 
technique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ansi-smoking ad effect research,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s anti-smoking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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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해

금연공익광고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금연공익광고의

목표는 흡연예방과 금연이라는 행동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많은 연구들이 효과적인 금연공익광고의 구성

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금연공익광고의 요소에 대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TV금연공익광

고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금연공익광고의 효과요인을



Analysis of the Contents of Anti-Smoking Advertisement

- 90 -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금연공익광고의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금연공익

광고의 내용적·표현적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이 기

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효과발생 측면에서 적절한지

를 살펴 금연공익광고의 제작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금연공익광고의 효과적인 메시지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은 변인으로 메시

지의 소구유형, 메시지 프레임, 메시지 지향성, 커뮤니

케이션 목표 및 광고유형을 들 수 있다[1-3].

메시지 소구유형은 신체적 소구와 심리적 소구로 구

분할 수 있다. 신체적 소구가 금연제안의 기능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수용자의 이성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구형식이라면 심리적 소구는 금

연과 관련된 감정, 이미지 등의 상징적 가치를 강조하

여 수용자의 감성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구형

식이다. 메시지 소구유형의 효과는 수용자 집단의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의 경

우 전반적으로는 신체적 위협소구보다는 이성적 매력

의 감소와 같은 심리적 소구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

으나[4], 흡연자의 경우 신체적 소구에, 비흡연자의 경

우 심리적 소구에 더욱 큰 반응을 보여[5] 일관되지 못

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구가 금연의도의 촉

진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7].

메시지 지향성은 메시지가 제안하는 결과가 어떤 방

향을 추구하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대상황이나 수

용자에 따라 다른 메시지 지향성이 광고에서 활용될 수

있다[8]. 금연광고에서의 메시지 지향성은 흡연이 자신

에게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자기지향적 방식과 타

인에게 끼치는 영향인 타인지향적 방식으로 나뉜다. 기

존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소구가 타인지향적 소구광

고보다 더 높은 금연의도를 보였으며, 메시지의 부정적

소구 강도가 높을 때 자기지향성 소구의 금연의도에 미

치는 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메시

지의 강도가 높을 때 자기지향적 메시지가 금연의도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이 높아졌다[1].

메시지 프레이밍은 동일한 주장을 가진 메시지라도

어떤 시각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메시지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긍정적 프레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

한 수용자의 감각추구성향과 사전흡연태도에 따른 프

레이밍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사전흡연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메시지 관여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프레

임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10]. 위

두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흡연자이거나 부정적인

흡연태도를 가진 수용자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부정적

프레이밍 메시지가 설득적이나 흡연자의 경우는 부정

적 메시지에 오히려 설득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금연공익광고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주로 계획행동

이론에서 도출된 흡연태도의 변화, 사회적 규범의 각성,

자아효능감 중 어느 요인의 변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가를 의미한다. 흡연태도의 변화는 흡연의 해악을 전달

하여 흡연행위에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

이다. 사회적 규범의 각성은 흡연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자각을

흡연자가 갖게 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아효능감

이란 금연에 필요한 내용을 자신이 해 낼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

연광고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흡연태도와 사회

규범인식이 금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흡연태도 및 규범의

수정목표가 효과적임을 밝힌 바 있다[5]. 또한 흡연여부

에 관계없이 사회규범을 강조하여 사회적 압력을 느끼

게끔 만든 금연공익광고가 금연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2].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주제별 효과를 분

석한 연구에서는 흡연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회

적 규범의 강조메시지, 흡연으로 인해 멋진 삶을 살 기

회를 놓친다는 부정적인 흡연태도 형성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흡연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

여주는 자아효능감·역할모델의 메시지가 금연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금연공익광고에서는 일반광고와 마찬가지로 정보전

달형, 이미지형, 스토리텔링형의 광고유형이 가능하다.

최근 금연공익광고에서 스토리텔링기법의 활용가능성

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경우 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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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이미지 중심광고에 비하여 흡연자의 심리적 저항

을 낮추어 금연의도의 촉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

상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흡연자의 경우 스토리텔링

광고에 더욱 높은 심리적 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스토리텔링 기법의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제시하였다[13].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소구유형,

프레임, 지향성, 커뮤니케이션 목표, 광고유형에 따라

금연광고의 효과가 변화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에서는 이러한 특

성이 시기별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탐색하는 것

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메시지 특성

은 어떠한가? 보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소구유형, 메시

지 프레임, 메시지 지향성, 커뮤니케이션 목표, 광고유

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시기별 메시지

의 특성은 무엇인가?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1) 분석대상 및 표본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내 TV금연공익광고이다.

보건복지부의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

미디어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2002년부터 2018년 최근

까지의 모든 국내 TV금연공익광고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총 17년간 집행된 68건의 금연공익광고를 양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익광고의 집

행 시기를 2002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

년, 2016~2018년으로 나누어 시기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분석절차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 명의 대학

생 코더가 연구보조자로 참여하였다. 두 명의 코더는

분석유목에 대하여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시험

용 광고를 분석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익혔다. 훈련된

대학생 코더들은 금연길라잡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

당 광고를 두 번 이상 시청하고, 광고의 내용을 구조화

된 내용분석 코딩지에 기록하였다. 전체 광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15건 광고를 두 코더가 공통으로 분석

하여 그 결과를 홀스티 지수(Holsti index)를 이용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분석유목의 코

더 간 신뢰도가 유목당 최소 85%, 최대 100%를 획득하

여 적절한 코더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14].

2. 분석유목

1) 메시지 소구유형: 메시지 수용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분류한 것으로 신체적 소구와

심리적 소구로 나뉜다. 신체적 소구란 흡연의 신체적

폐해와 금연의 신체적 장점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

며, 반면 심리적 소구란 수용자의 자아 이미지와 사회

적 관계에 흡연이 미치는 폐해 및 금연의 장점에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한다[4-7].

2) 메시지 프레임: 금연메시지의 수용 및 거부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손실과 이익의 측면으로 표

현한 것으로 긍정적 프레임과 부정적 프레임으로 분류

한다. 긍정적 프레임은 금연하였을 경우 얻게 될 긍정

적 결과에 집중하는 반면 부정적 프레임은 금연하지 않

고 계속 흡연하였을 경우 얻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강

조하는 메시지이다[9-10].

3) 메시지 지향성: 메시지 수용 및 거부의 결과가 누

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자

기지향과 타인지향으로 분류한다. 자기지향은 흡연 혹

은 금연이 흡연자 자신에게 끼치는 폐해와 이익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타인지향은 흡연자 주변의 다른 사

람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중심으로 내용이 구

성된다[1].

4)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목표: 금연공익광고를 통

해 성취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변화를 분류한 것으로 ①

흡연태도 변화, ②사회적 규범의 각성, ③모델링과 금연

에 대한 자아효능감, ④기타 광고메시지로 구분하였다..

흡연에 대한 개인의 태도변화를 목표로 한 메시지는 흡

연자로 하여금 흡연이 해롭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흡연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강조한다. 사회

적 규범의 각성 목표는 흡연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

하며 타인이 흡연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인

지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모델링과 금연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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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아효능감 메시지는 금연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명

확하게 제시하며 흡연자가 금연시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강조한다[11-12].

5) 광고유형: 메시지 전달의 방식으로서 정보전달형,

이미지중심형, 스토리텔링형으로 나뉜다. 정보전달형은

통계적 수치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금연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이며, 이미지중심형은 극대화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이다. 스토리텔링형은 이야기와

캐릭터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이다[13].

Ⅳ. 연구결과

표 1은 우리나라 TV금연공익광고에서 쓰인 메시지

소구 유형을 탐구하였다. 전체 68개의 금연공익광고

중 45% 이상이 신체적 소구를 사용하였으며 29%가

심리적 소구, 25%가 단순고지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의 신체적 폐해나 금연의 건강상의 장점

을 알리는 메시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

연공익광고의 집행시기에 따라 분류해보면 2002-2005

년에는 신체적 소구(80%), 2006-2010년에는 심리적 소

구(65.2%), 2011-2015년에는 단순고지(63.2%),

2016-2018년에는 신체적 소구(81.8%)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각 시대별로 금연공익광고의 메시지 소구

방향이 다르며 다양한 소구방향이 번갈아 가며 집중적

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시기에 따른 메시지 소구 유형

Table 1. Message Appeal Types by Time

빈도(%)
2002-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18
전체

신체소구 12(80.0) 4(17.4) 6(31.6) 9(81.8) 31(45.6)

심리소구 2(13.3) 15(65.2) 1(5.3) 2(18.2) 20(29.4)

단순고지 1(6.7) 4(17.4) 12(63.2) 0(0.0) 17(25.0)

전체 15(100) 23(100) 19(100) 11(100) 68(100)

표 2는 국내 TV금연공익광고의 메시지 프레임을 탐색

하였다.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는 금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한 긍정적 프레임과 흡연으로 인해 발

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부정적 프레임을 모두

사용하고있으나, 긍정프레임보다는부정적프레임을주

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부정적 프레임

54.4%, 긍정프레임 35.5%). 이를시대별로살펴보면 2002

부터 2015년까지는 긍정프레임과 부정프레임이 고루 사

용되었으나 2016년부터 집행된 금연공익광고는 모두 부

정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표 2. 시기에 따른 메시지 프레임

Table 2. Message Frames by Time

빈도(%)
2002-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18
전체

긍정 7(46.7) 11(47.8) 6(31.6) 0(0.0) 24(35.3)

부정 8(53.3) 11(47.8) 7(36.8) 11(100) 37(54.4)

복합 0(0.0) 1(4.3) 6(31.6) 0(0.0) 7(10.3)

전체 15(100) 23(100) 19(100) 11(100) 68(100)

표 3은 금연공익광고의 메시지 지향성을 탐색하였다.

전반적으로 자기지향(51.5%)과 타인지향(44.1%)를 고

루 활용하고 있으나 자기지향적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

라 분석해보면 2002-2005년, 2016-2018년의 시기에 자

기지향적 메시지가 많이 사용되었고(각 80%, 54.5%)

2006-2010년, 2011-2015년에는 타인지향적 메시지가 상

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각 65.2%, 52.6%). 2000년대

초기에는 자기지향적 메시지가 타인지향적 메시지에 비

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후의 2015년까지

는 자기지향과 타인지향적 메시지가 다소 고르게 사용

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한 건의 개별 광고

내에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2016-2018년 복합형 27%).

표 3. 시기에 따른 메시지 지향성

Table 3. Message Orientation by Time

빈도(%)
2002-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18
전체

자기지향 12(80.0) 8(34.8) 9(47.4) 6(54.5) 35(51.5)

타인지향 3(20.0) 15(65.2) 10(52.6) 2(18.2) 30(44.1)

복합 0(0.0) 0(0.0) 0(0.0) 3(27.3) 3(4.4)

전체 15(100) 23(100) 19(100) 11(100) 68(100)

표 4는 금연공익광고에서 의도된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탐색하였다.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가장 주된 커뮤

니케이션 목표는 흡연태도의 변화(48.5%)로 나타났으

며, 사회규범 강조와 모델링 및 자아효능감 고취는 비슷

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 23.5%, 22.1%). 흡연

태도의 변화를 의도한 메시지는 2002-2005년,

2016-201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2016-2018년 에는 전체의 80% 이상이 흡연태도의 변화

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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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목표

Table 4. Communication Goals by Time

빈도(%)
2002-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18
전체

흡연태도

변화
9(60.0) 9(39.1) 6(31.6) 9(81.8) 33(48.5)

사회규범

강조
1(6.7) 6(26.1) 7(36.8) 2(18.2) 16(23.5)

모델링/

자아효능감
5(33.3) 7(30.4) 3(15.8) 0(0.0) 15(22.1)

단순고지 0(0.0) 1(4.3) 3(15.8) 0(0.0) 4(5.9)

전체 15(100) 23(100) 19(100) 11(100) 68(100)

표 5는 금연공익광고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

용된 광고유형을 분석하였다. 스토리텔링형이 전체의

64.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고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전달형과 이미지형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각 17.6%).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보

면 2002-2005년 시기에는 정보전달형이 상대적으로 많

이 쓰이는 광고유형이었으나, 이후 2006년부터는 스토

리텔링형이 금연공익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활발

히 이용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5. 시기에 따른 광고 유형

Table 5. Advertising Types by Time

빈도(%)
2002-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18
전체

정보중심 7(46.7) 0(0.0) 3(15.8) 2(18.2) 12(17.6)

이미지중심 3(20.0) 4(17.4) 3(15.8) 2(18.2) 12(17.6)

스토리텔링 5(33.3) 19(82.6) 13(68.4) 7(63.6) 44(64.7)

전체 15(100) 23(100) 19(100) 11(100) 68(100)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우리나라 TV금연공익광고의 내

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내용적·표현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소구유형은 시대별로 다양한 유형이 번

갈아 가며 사용되었으나 건강에 끼치는 결과를 강조하

는 신체적 유형이 가장 많이 쓰였다. 메시지 소구유형

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흡연자와 성

인 흡연자의 경우 신체적 소구보다는 심리적 소구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우리나라 금연공익

광고가 성인남성 흡연자를 목표수용자로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소구를 주로 사용하는 현재 제

작 경향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메시지 프레임은 부정적 프레임이 긍정적 프레

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2016년 이

후에는 부정적 프레이밍의 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이거나 부정적인 흡연

태도를 가진 수용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프레이밍의 메

시지가 설득적이나 흡연자의 경우에는 긍정적 프레임

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부정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

하는 금연광고들은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촉진하기 보

다는 비흡연자의 초기 흡연시도를 억제하는데 더욱 효

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메시지 지향성은 자기지향 메시지가 타인지향

메시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메시지

지향성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소

구가 타인지향적 소구보다 금연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 해당 연구는 흡연자의 경

우 흡연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손실 및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금연공익광고에서도 자기지향 메

시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는 흡연태도의 변화를

주된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규범의 강

조와 자아효능감 고취를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흡연의 폐해

를 이미 인식하고 있으나 습관,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상황에 의하여 금연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5]. 따라서 흡연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메

시지가 금연의지에 미치는 효과성에 의문을 가질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 규범의 인식이 청

소년과 성인 모두의 금연의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2][5]. 따라서 흡연은 사회적으로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는 사회 규범을 강조하는 광고의 집행이

향후 더욱 활발히 사용되는 것이 광고효과 측면에서 바

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광고유형은 스토리텔링 광고이다. 약 65%의 광고

가 이야기를 통해 금연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결

과를 극화한 스토리텔링 광고에 더욱 높은 심리적 저항

을 보여 부정적인 광고태도와 낮은 금연시도의지를 나

타냈다[13]. 따라서 금연공익광고에서의 스토리텔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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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
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법의 사용에서는 흡연자의 심리적 저항을 낮출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부정적 프레임보다는 긍정

적 프레임의 스토리텔링 광고가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특성을 살피고

그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보건복지부가 2002년부터 집

행한 전체 TV금연공익광고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금연

공익광고를 집행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외에 민간단

체 및 담배회사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연공익광고의 전수를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민간단체 및 담배회사 주관의

금연공익광고 및 금연캠페인 메시지를 포함하여 분석

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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