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담배규제기본 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의 채택을 통해담배로 인한 인류의 피해

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흡연 억제를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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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담배 경고그림은 가장 표 인 연정책 하나로 흡연의 해성을 그림을 통해 달함으로써 연을 유도하는

효과 흡연 억제 방안이다. 그러나 최근 소매 에서의 신제품 담배 고 방식은 경고그림의 효과를 약화시켜 담배 구매의

도를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 담배의 고방식이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여 신제품 고 방식이 가지는 문제 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의 남녀 275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통해 신제품 담배 고와 일반 고 사례의 인지·정서 향

과 구매의도를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신제품 담배 고 방식은 경고 그림의 인지·정서 효과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쳐

담뱃갑 경고그림 본연의 목 에 반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제품 담배 고의 방식에 한 규제 기 과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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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garette warning pictures are one of the most effective smoking cessation policies, and this is an effective 

way to promote smoking cessation by conveying the risk of smoking through pictures. However, the recent 

advertisement of new cigarettes in retail stores has potentially increased tobacco purchase intention by weakening 

the effect of the warning pictu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new cigarette advertisement 

method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is method on cigarette warning pictures. For this purpose, 275 men and women 

were surveyed nationwide, and this study compared the cognitive and emotional effects, and purchase intentions of 

the new cigarette advertisements with existing advertisement methods through MANCOVA. The results show that 

the new cigarette advertising method affects the emotions, cognitions, and purchase intentions related to the cigarette 

warning pictures an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igarette warning pictures. This implies 

that regulatory standard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cessary for effective new cigarette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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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안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의 부착이 있다[1]. 2001

년 캐나다에서 세계 최 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이래[2] 한국은 2016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의 부착을

의무화하 다. 이후 담뱃갑 경고그림의 도입이 연에

정 인 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꾸 히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5월 14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의 행정 고(보건복지부 행정 고,

공고번호 2018-0325)와 함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6년

40.7%에서 2017년 39.3%로 1.4% 감소하 다고발표하면

서 경고그림의 효과를 평가하 다[3].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고그림과 같은 오자극은 흡연

자들로 하여 부인·합리화·회피 등의 인지부조화 방

어기제를 작용 하여 연의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4]. 따라서 세계

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 약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기 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교체시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5].

한편 무분별한 담배 고로 인해 경고그림 효과의 감

소가 우려된다. WHO의 담배규제 약(FCTC)은 약

당사국에게 담배 고, 후원 활동의 포 지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6].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서는 매 내부의 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

로 인해 담배회사들은 매출 증 를 해 매 내부의

고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제품을 구성하고 구색을 맞추는 방식은 소매 유통업

체의 매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7]. 이를 해 매자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한 구매시 고(Point of

Purchase:이하 POP) 기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의

도를높이고있다[8]. 따라서이미 해악이입증된담배

매에 있어서 이러한 고기법이 사용되는것은 연정책

과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고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 담배의 고 방식에 따

라 소비자가 느끼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인지·정서

향과 구매의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신제품 고 방식이

어떠한 문제 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담배 고 방식에 한 법 규제의 당 성과, 바람직한

연정책을 마련하기 함이다.

2. 론적 경

2.1 담  고 규제 현황

WHO는 FCTC 제13조에서 담배회사의 고, , 후

원을 지하도록권고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기 으

로 FCTC를 비 한 181개 국가 96개의 국가가 FCTC

를 완 히 이행하고 있다[9]. 담배 고는 비흡연자의 흡

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연자의 재흡연을 유도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 ‘담배에 한 고

의 지 는 제한’ 에서는 매 내부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한 고가 허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

며 특히, 매 내에서의 고에 한제한이 없어

매 내부의 고는 날이 갈수록 그 양과 질이 증가하

고 있다. 게다가 담배 고의 수가 슈퍼마켓은 평균 8개,

기타 소매 은 평균 3.5개인데 비해 편의 은 평균 20.8

개로 압도 으로 많음이 밝 졌다[10]. 이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생필품 구매방식이 근거리 소량구매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11]

편의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시장의 확보를 해

담배업계는 편의 내 고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

다[12].

담배업계는 고에서 “부드러운 손맛, 콕 찍어 짜릿,

화 같은 맛” 등 감성 소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종

범(2007)은 감성 소구가 소비자의 정서에 정 인

향을 미쳐 결과 으로 고의 태도는 물론 제품의 태도

에까지 정 인 향을 수 있다고 하 다[13].

매 내의 담배 고는 담배에 한 선호도와 구매의

도를 상승시켜 흡연율을 높이고, 연시도를 해하고

있다[14]. 따라서 국가 인 연정책에 정면으로 치되

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서울 강동갑, 안 행정 원회)은 2017년 3월 28일 소매

에서의 담배 진열을 지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표발의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노력이 연에 얼마나 효과 일지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진열 지는 경고그림의 노출을 해하여 다

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2.2 경고그림  향  효과

2.2.1 연 에 한 경고그림  향  효과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해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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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이미지와 경고문구가 결합된 형태로 제시하여,

흡연자의 연을 유도하는 목 을 가진다[1]. 이는 비가

격 연정책의 일환이자 표 인 담배수요 감소정책으

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 로 도입한 이래, 2017년 2월

재,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이다. 한국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약을 비 한 이래 담배 회

흡연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시행시기가 지연되다가

결국 2016년 12월 23일 최 로 시행되었다. 경고그림의

도입으로 인한효과는각종연구를 통해밝 지고있는데,

경고그림으로 인한 공포· 오·죄책감등의 부정 정서는

연에 효과 으로 작용함이 입증되었다[15].

그러나 일부 담뱃갑경고그림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Espino(2014)등의 연구에서는 경

고그림의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하 고[16], 담뱃갑 경

고그림이 흡연자에게 심리 인 항을 일으킴으로써 오

히려 연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연구결과도 있었다

[4].

한 많은 흡연자들을 흡연행동을 합리화하기 해

흡연태도가 험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는 인지부조화

의 모습을 보 다[17]. 이는 로이트의 정신분석 입장에

서 보면 방어기제 하나로써 ‘부인’을통한합리화로 설

명이 가능한데 “흡연의 험성을 부분 사람들이 인정

하지 않으려는 고집성이 있다. 큰 불안 없이 흡연하려면

험 인식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하 다[18].

경고그림 도입직후 3-4개월간감소하 던 담배 매량

은 년수 에 근 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한 책

으로 2년 단 로 경고그림의 갱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한 그 효과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 이면

서 근본 인 책의 마련이 시 하다.

2.2.2 비 연 에 한 경고그림  향  효과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연을 유도함과 동시에

비흡연자의 연 지속의지를 강화시키는 목 을 가진다

[1]. 보건복지부의 연정책 한 경고그림의 목 을 흡

연자의 연과 비흡연자의 흡연 방을 동시에 추구한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고그림으로 인해 형성

된 흡연에 한 부정 정서는 연뿐만 아니라 비흡연

자의 흡연 방에 효과 으로 작용함이 입증된 바 있다

[15].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매출증 를

해 경고그림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고기법을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하고 있다.

2.3 매시점(Point of Purchase; POP) 고  

택적 주 (Selective Attention)

매출을 해 담배회사는 구매시 (Point of Purchase;

POP) 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실제

구매 장에 향을 미치기 한 목 으로 사용되는 것으

로, 체 으로 크고, 화려하며, 신기하고 생동감있는 형

태로 제작 설치된다[19]. 특히 편의 내 담배 진열

는 화려한 조명과 그림·자극 인 문구· 상품배치의 변화

등을통해소비자의시각을사로잡는주의포획(Attentional

capture)을 유도하고 있다[20]. 이는 동시다발 으로 노

출된 다양한 감각정보 에서 인간은 하나 는 일부의

정보에만 주의를 집 한다는 선택 주의(Selective

Attention)에 근거하여 설명되어지는데[21], 인간의 인지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 주어지는 모든 자극들에게 주

의를 할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22]. 따라서 외부에서 들

어오는 다양한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고, 자연히

하나의 과제에 을 맞추게 되는 반면, 나머지 과제에

한 심을 닫아버린다[22]. 목 에 맞게 잘 만들어진

POP 고를 통해 소비자의 시선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

럼 POP 고에 집 될것이고, 나머지 주변의 사물은흐

릿해지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제품 담배에 해서는 다음의 사진(Fig. 1,

Fig. 2)과 같이 시선을 주목시키는 다양하고 화려한 고

장치(POP)가 집 되고 있어 제도를 역행하고 있을뿐 아

니라, 오히려 신제품에 한 호감도를 높이는 수단이 되

고 있다. 이는 담배 진열 여부에 한 논의를 떠나, 담배

의 고 방식자체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그러나 신제품 담배의 부 한 고 행 에 해서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는극히 미미하며, 특히 담뱃갑 경

고그림에 미치는 향을 다룬 연구는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Fig. 1. Cigarettet 

advertising 1

Fig. 2. Cigarette 

advertis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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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   연 문제

담뱃갑 경고그림은 생생한 이미지와 경고 문구를 통

해 소비자에게 공포와 오 등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

킴으로써 흡연 방과 연에 효과 으로 작용함이 입증

된 표 인 연정책이다[15]. 반면 담배 업계는 소비자

의 정서를 자극하는 감성 소구를 활용한 고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감성 소구는 소비자에게 고태도 뿐

만 아니라 제품의 태도에 까지 정서 으로 정 인

향을 끼친다[13]. 따라서 화려한 조명과 그림 상품배

치 등의 감성 소구를 통한 담배 고 방식은 소비자의

담배에 한 부정 정서를 희석시킬 것으로 상된다.

가설1: 담배 고 방식은 경고그림의 정서 효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담배업계는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해 화려한

POP 고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경고그

림에 한 심을 닫고 화려한 고에 주목하게 됨으로

써[22], 자연히 경고그림이 의도하는 건강상의 해로움을

자각하는 인지 효과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한 담배

고 문구는 “부드러운손맛, 상쾌 히어로, 깔끔 충 ” 등

정 인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의 호감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13] 이러한 정 인 단어의 각인을

통해 인지 으로 건강에 한 정 인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14].

가설2: 담배 고 방식은 경고그림의 인지 효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담배 고는 소비자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

을 한다[1]. 특히 POP 기법을 활용한 담배 고는화려한

조명과 자극 인 문구 상품배치의 변화 등을 통해 소

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20], 이는 담배에 한

선호도와 구매의도를 상승시킴이 확인되었다[14].

가설3: 담배 고 방식은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

3.1 조사 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 모바일 설문 문 업체를 통

해 국의 남녀 300명을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된데이터 불성실한 답변 25개를 제외한 총 275개

의 샘 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신제품 담배의 고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담

뱃갑 경고그림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해 신제품 담

배에 한 고와 일반 고의 두 가지 다른 실제 사례

(Fig. 3, Fig. 4)를 각기 다른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먼

제시하고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

하 다.

Fig. 3. New product Ad. Fig. 4. Common Ad.

Table 1과 같이 설문문항은 종속변수측정 문항 13개,

인구통계학 설문을 포함한 기 문항 8개, 설문 성실도

확인을 한 검증 문항 1개 총 22개로 구성되었다.

Variable Question Evidence

Emotional
Effects

Fear Creepy [24]

Disgust
Unpleasant

[25]
Disgusting

Anger
Inconvenient

[26]
Fell Bad

Cognitive
Effects

Smoking
Cessation
Intentio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Become

Stronger
[23]

Smoking Attitude I Hate Smoker

Risk Recognition
Smoking Related to
Terrible Disease

[28]

Smoking
Cessation

Recommendation

Willing to Quit
Smoking

[23]

Purchase
Intentions

Favor
Want to buy
Cigarette

[30]
[31]

Purchase

Concider to buy
Cigarette

Willing to buy
Cigarette

Recommendation
Recommend
Cigarette

Table 1. Measurement Items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보여 주는 경고그림은 보는 이

에게 스트 스로 작용하는데[27], 경고그림이 유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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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서 반응은 공포, 오감, 분노 등으로 표되며

[15, 23] 이를 해 7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5개 문항

으로 구성하 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소비자들로 하여

건강에 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하는 인지 반응을 통

해 연을 진하는데[1] 이를 해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매의도는 소비자

가 구매행동을 결정하는 심리 요인으로 고 후

구매 가능성에 한 주 평가이다[29]. 문항은 7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3.2 

신제품 담배의 고방식이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살펴보기 해다변량 공분산

분석(MANCOVA)을 수행하 다. 이는 분석의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나이·학력·흡연 경험 등의 요소

를 통제하고, 각 집단별 종속변수 차이의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함이다. 자료의 분석은 PASW Stastics

18(SPSS Inc.)을 통해 이루어졌다.

4.  결과

4.1 조사 상  특징

분석에 활용된 연구 샘 의 인구통계학 황은

Table 2와 같다.

Variable Case 1 Case 2 Sig.

Sex
Male 41 53

.101
Female 98 83

Age

10∼19 6 0

.220

20∼29 46 45

30∼39 59 56

40∼49 21 25

50∼ 7 10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7 18

.885
College Student ∼
Univercity Graduate

102 101

In Graduate School
or More

20 17

Smoking
Experience

Yes 54 55
.787

No 85 81

Total 139 136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독립 인 두 집단을 비교하기 때문에 개별 집단이 가

지는 고유 특성에 차이가 있을경우 집단 비교결과가유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하 는데, 성별, 나이, 학력, 흡연

경험 등의 특성에서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어 집단 간의 동질성은 확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술통계  신뢰도 

종속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Item
Case1

Mean(SD)
Case2

Mean(SD)
Cronbach α

Emotional
Effects

Em.1 4.03(1.59) 4.48(1.50)

.960

Em.2 4.14(1.52) 4.57(1.62)

Em.3 4.04(1.60) 4.66(1.60)

Em.4 4.09(1.71) 4.54(1.60)

Em.5 4.04(1.67) 4.54(1.57)

Cognitive
Effects

Co.1 3.76(1.81) 4.26(1.74)

.871
Co.2 3.58(1.72) 4.18(1.74)

Co.3 4.55(1.75) 4.76(1.73)

Co.4 3.99(1.76) 4.07(1.88)

Purchase
Intentions

Pu.1 2.44(1.51) 2.32(1.52)

.889
Pu.2 2.51(1.53) 2.62(1.74)

Pu.3 2.33(1.44) 2.20(1.50)

Pu.4 2.25(1.45) 2.15(1.5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nal Consistency

반 으로 일반 고의 경우에서 정서 반응과 인

지 반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반해 구매의도

는 두 사례에서 유사한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내 일 성 검증을 해 크롬바 알 계수를 확인하 는

데 모두 0.7 이상으로 측정 지표의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향을측정한 3번째 문항

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문항을 삭제하여도 내 일 성의 거의 없어 유지하

는 것으로 결정하 다.

MANCOVA 수행을 해서는 집단 간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해 집단 간 분산 동일성검증인

Levene 통계량을 확인하 다. 분석 결과 p-value가모두

유의 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등분산 가정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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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 Statistic df1 df2 Sig.

Emotional Effects .113 1 273 .737

Cognitive Effects .045 1 273 .833

Purchase Intentions .135 1 273 .713

Table 4.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4.3 가  검

MANCOVA 수행 결과 고 형태에 따라 응답자들의

정서 향 인지 향에는 90% 신뢰 수 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는 지지되었

다. 이는 신제품 담배 고의 경우 주변 효과로 인해서

부정 정서 인지 효과가 상쇄되고 있음을 보여

다. 구매의도의 경우 집단 간 유의미한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담배 랜드에

한 선호도와 흡연 여부에 따라 구매 의도는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변량으로 통제한 변수 나이

와 흡연경험은 모든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효과

와 인지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에 한 심 증가와 련이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흡연 경험과 련해서는 흡연 경험자들이

정서 향은 비경험자들에 비해 높은 반면(흡연자

22.43, 비흡연자 20.98), 인지 향은 반 로 비흡연자

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흡연자 14.89, 비흡연자

17.69). 이는 흡연자들의 경고그림에 한 인지부조화에

따른 것으로 흡연자들의 경우 담배 경고그림을 볼 때 감

정 으로 더욱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실제 연 행

로 이어지거나 담배의 유해성에 해서는인정하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

Sig.

Emotional
Effects

Cognitive
Effects

Purchase
Intentions

Modified Model .001 .000 .000

Parameter Case .010 .062 .561

Covariate

Sex .448 .498 .338

Age .033 .013 .047

Education .048 .305 .255

Experience .079 .001 .000

Table 5. MANCOVA Results

5. 논

연구를 통해 신제품 담배 고 방식은 담뱃갑 경고그

림의 정서 효과와 인지 효과에 향을 미치며, 담배

에 한 선호도와 구매의도를 높임으로 인해[14] 경고그

림을 통한 연정책[1]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이 밝

졌다. 따라서 매 내부의 고에 한 규제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32]의 제도 개선이 시 히 요구된다. 그

러나 신제품 담배 고 방식이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번결정된 흡연자의

담배 선호도는 고를 통해 쉽사리 바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33]. 그리고 고가 상품의 매성과를 좌우한다

[7]는 선행연구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보여 다. 이는 흡

연은 고보다는 독의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설의 제기와 함께 차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POP방식의 화려하고 친근한 담배 고는 담

배 자체에 한 호감도를 상승시킴은 분명하다[13, 19,

20].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 ‘담배에 한 고의

지 는 제한’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특

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항목[32]에 확실히

배된다고 단되며법률에의한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

한 연령과 인지·정서 효과는 비례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한 우려와 심이

증가함을 반증하며 이에 따라 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함에 있어 연령 별로 차등화 된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4].

흡연자의 인지 향은 비흡연자에 비해 오히려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흡연습 을 버리지 못하고 오

히려 합리화 해 버리는 인지 부조화 경향이 반 된 것

으로 해석된다. 이는 담배경고그림이 연을 유도하는

효과 인 흡연 억제 방안이라는 기존의 연구[1]가 흡연

자에게는효과 으로 작용되지 않을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인지부조화 심리에

한 심층 분석을 통해 흡연자의 효과 인 연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집단에서 인지 3번 “흡연이 암, 심장

병 등 무서운 질병과 연 이 있음을 알았다.” 문항이 가

장 높은 수가 응답되었다. 이는 비록 흡연자 입장에서

는 인지 부조화 경향에 따라 흡연을 합리화하기도 하

지만 근본 으로 모든 사람은 건강에 큰 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정책의 성공을

해서는 건강에 련된 구체 이고도 논리 인 정보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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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필요하며[35], 특히 흡연자를 상으로 한 차별화된

질병소개 심의 교육정책 수립 시행이 요구된다[36].

6. 결론

연구에 따르면 신제품 담배의 고방식은 담뱃갑 경

고그림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담배회사의 고방식이 정부의 연정책에 반

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과

함께 담배회사 고의 규제가 시 함을 알 수있었다. 담

뱃갑 경고그림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다룬 많은 기존

연구와 달리 담배의 고방식이 담뱃갑경고그림의 효과

에 향을 미침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상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음으로 인해

실제 흡연연구의 성별 비율과 상이하다는 은 아쉬움으

로 남는다. 한, 연구의 조사 상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포함하여 연구결과가 다소 모호하다는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흡연자만을 상으로 한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흡연자의 인

식을 면 히 분석하여 근본 이고 직 인 연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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