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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캠페인의 사회적 낙인 효과 연구
: 흡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조절효과
1)2)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흡연규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흡연의 ‘비주류
화’ 전략을 낙인(stigma)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흡연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전략으로 하는 금연 캠페인을 주시하고, 그러한 낙인의 효과가 흡연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행위변화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
녀 흡연자 163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고, 흡연자들의 사회적 낙인 인식은 흡연자의
소득 및 행위변화단계와 상호작용하여 금연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은 사회적 낙인이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고소득 집단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크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금연상담전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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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저학력 계층의 높
은 흡연율로 인해 야기되는 특정계층에 대한 편견

연간 6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며, 그 외에

의 고착화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도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담배

다른 관점에서, 부정적인 사회 규범의 인지가 금

는 심각한 독성 물질이다(WHO, 2013). 이에 흡연

연을 야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연

은 비정상적이고 주류적 행위가 아니라는, 흡연의

구들이 있고(Alamar & Glantz, 2006; Kim &

“비주류화(denormalizing)” 전략이 전 세계적 금

Shanahan, 2003), 더 나아가 사회적 낙인의 활용

연정책의 토대가 되어왔다(Lavack, 1999). 국내

이 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역시 담뱃값 인상과 연이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일정부분 면죄부를 부여하는 상반된 견해 역시 존

의무화로 흡연의 비주류화 전략에 바탕을 둔 정부

재한다(Bayer, 2008).

주도의 금연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이 흡연자 낙인이 금연 커뮤니케이션 맥

에서는 이러한 흡연의 비주류화 전략이 근본적으로

락에서 활발히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흡연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Bayer & Stuber, 2006;

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금연 캠페인은 낙인의

Bayer, 2008). 일반적인 공중 보건의 맥락에서 그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흡연의 “비주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낙인화 전략이 지양되는 것에

화”전략을 토대로 강력한 금연캠페인 및 정책을 획

반해, 흡연의 비주류화 전략은 그러한 경향에 역행

일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한국적 상황에서 낙인화

하는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Bell,

전략의 영향력과 세분화된 공중별 논의가 필요한

Salmon, Bowers, Bell, & McCullough, 2010;

시점이다. 특히 낙인화 전략에 내재된 부작용과 윤

Bayer, 2008; Stuber, Galea, & Link, 2009).

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도움이

낙인의 형성에는 사회적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

필요한 목표 공중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수적이므

됨에도 불구하고(Crocker, Major, & Steel, 1998;

로 낙인화 전략을 계층적·심리적 차원에서 조명

Rüsch, Angermeyer, & Corrigan, 2005), 국내

하는 것이 요구된다.

환경에서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주목한 연

무엇보다도, 흡연의 비주류화를 둘러싼 쟁점들

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 논의가 점화된 미국

은 낙인이 흡연율의 불균형에 기인해 특정 계층의

이나 영국에서는 금연 맥락에서 낙인에 대한 문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낙인

을 지적하고 있다(Graham, 2012; Link & Phelan,

으로 인한 행위의 은폐나 두려움, 도움추구의 기피

2001). 특히 흡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

등은 건강행동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한 부작용으

회적 요인들은 금연 커뮤니케이션에 내재된 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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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및 금연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에 따라 금연행동에 미치는 낙인의 영향력이 달라

지적된다(Kaiserman, 2002; Hammond, Fong,

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흡연자 낙인의 사회적 작동

Zanna, Thrasher & Borland, 2006; Stuber,

방식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흡연자의 동기적

Galea, & Link, 2008).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차원의 논의는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대한 실무적

맥락적 요인들은 흡연자의 심리적·동기적 차원과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자원의 효율

도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에 있다(Graham, 2012;

적 분배와 활용 측면에서 흡연자의 행위변화단계

Stuber et al., 2009). 특히 금연 동기는 금연 캠페

는 공중 세분화를 위한 유용한 준거기준이 될 수 있

인에 대한 흡연자의 반응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

으며, 현행 금연 캠페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

로 주목받아 왔다(Dijkstra, De Vries, Roijackers,

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공중에 대한 탐색의 지

& van Breukelen, 1998; Velicer, Prochaska,

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Fava, Norman, & Redding, 1998). 이와 같은 논

국내 금연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낙

의들은 흡연자의 사회적·동기적 특성에 따라 낙인

인 논의를 점화함으로써, 흡연자 낙인이 가져올 수

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흡연율

있는 부정적 파생 효과를 검증하고 현행 금연 캠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흡

인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의 단초를 마련하여 보다

연자들은 흡연행위에 대해 나름의 인지적 가치 체계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를 형성한다. 즉, 흡연행위는 흡연자의 기능적이고
심리적인 목표는 물론 흡연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송기인, 2014). 따라서 그

이론적 논의

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낙인 전략에 대한 더 심층적
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흡연자 특성을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고려한 세분화된 전략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낙인의 관점에서 국내 금연 캠페

사회는 집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에 위협이

인을 주시하고, 국내 흡연자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낙인(stigma)을 찍

낙인이 그들의 금연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는다(Neuberg, Smith, & Asher, 2000). 사회적

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흡연의 비주류화 전략

낙인(social stigma)은 특정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이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을 고착화시키거나, 흡연

불명예스러운 속성이며(Goffman, 1963), 낙인화

자의 동기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면

(stigmatization)는 이러한 가시적인 표식에 기반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해 집단의 범주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평가

구체적으로 흡연자의 성별, 학력, 소득, 금연 동기

절하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Brown, Macint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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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jillo, 2003). 또한 한 번 형성된 낙인의 영향

하고 그룹 간 차이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력은 부여된 시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있다(Smith, 2007; 2012).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계승된다(Smith,

이와 같은 낙인 단서를 통해 특정 건강 문제에 대

2007). 낙인이 개인의 심리적 가치 판단에 그치지

한 비난이나 배제를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격리나

않고 제도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이다(Corrigan,

부정적인 편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질병

Kerr, & Knudsen, 2005). 따라서 그 대상이 사회

을 회피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Daftary,

적 약자일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

Padayatchi, & Padilla, 2007). 이러한 경향은 심리

히 질병이나 장애와 같이 건강 결함에 대한 낙인은

적 장애와 같이 높은 낙인이 부여된 건강 결함일수록

개인의 건강행동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Corrigan & Mattthews,

로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

2003).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낙인은 환자들로

어 왔다.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회피의 수단으로 전

낙인이 커뮤니케이션되는 방식을 살펴본 스미
스(Smith, 2007)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가시성

문적 도움 추구를 거부하는 결과 역시 초래할 수 있
다(이민지·손은정, 2007).

(mark)’, ‘책임성(responsibility)’, ‘위해(peril)’,

결핵에 대한 낙인을 살펴본 이윤재와 김용석의

‘그룹 라벨(group label)’이라는 네 가지 단서를

연구(2013)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감염에 대한 두

포함한다. 먼저, 가시성이란 낙인 대상에 대해 혐

려움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결핵 검사나 치료의

오스러우며 꺼려지는 속성이 겉으로 드러날 것으

거부를 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리적 장

로 기대하는 태도이며, 책임성이란 낙인 대상자의 선

애와 관련된 낙인은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부정적

택에 의해 낙인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식이다. 때문

인 낙인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이민

에 그러한 낙인을 줄이기 위한 낙인 대상자의 노력을

지·손은정, 2007; Sibicky & Dovidio 1986). 이

기대하며 죄의식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Smith,

는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행동을 기피하게 했을 뿐

2012). 위해는 낙인 대상자가 어떠한 위협을 가할

아니라 심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그렇지 않은 환

것으로 생각하고 경계하는 경향으로 낙인 커뮤니

자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으로 나타

케이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다(유선욱·신

났다(Sibicky & Dovidio 1986). 이는 궁극적으

호창·노형신·조성은, 2014). 마지막으로 그룹

로 낙인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라벨은 라벨링(labeling)을 통해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 역시 저해하게 된다(손애

과 구분되는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

리·문정선·신승배·천성수·김성렬, 2008).

는데, “이름 붙이기”를 통해 낙인화된 집단이 뚜렷

이처럼 사회적 낙인은 건강 악화로 인한 고통 외

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실존하는 집단임을 명시

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담이 이중적 고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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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건강행동을 이행하는 데에 악영향을

금연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낙인 단서를 포함한 흡

미칠 수 있다(백혜진·이혜규, 2007; 한경례·김

연의 비주류화 전략을 활용해 왔다. TV 광고를 예

성완·이무석, 2002). 다시 말해, 반복적인 낙인

로 살펴보면, 먼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의 경험이 질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뿐

통해 흡연자는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폐암 하나

아니라 사회적 격리에 대한 우려로까지 확대된다

주세요’와 ‘스스로 구입한 질병’이라는 문구 역시

는 것이다. 이는 질병을 지각하고 개선행동을 모색

자발성을 강조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결

하거나, 보유한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등

과가 흡연자 본인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치료하지

의 제반활동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각한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또한 치

건강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유선욱 외, 2014;

명적이고 영구적인 죽음을 제시함으로써 강한 위

Donatelle & Davis, 1994).

해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룹 라벨은 ‘흡
연’을 ‘질병’으로, ‘금연’을 ‘치료’로 이름 붙이는 방

낙인과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지형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핵을 ‘후진국병’으로 이
름붙임으로써 주목과 차별을 강조하는 방식과 유

건강증진행위를 방해하는 낙인에 대한 지속적 논

사하다(유선욱 외, 2014).

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흡연의 ‘비주류화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적극적 낙인화 전

(denormalizing)’전략은 세계적으로 담배 규제의

략은 대부분의 건강증진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비

초석이 되어 왔다(Bell et al., 2010). 이는 ‘흡연은

낙인화(de-stigmatizing) 접근 방법을 활용해온

우리 사회에서 주류적(mainstream) 행위가 아니

것과 대조된다(Bayer, 2008; Bell et al., 2010).

며 정상적인 것(normal)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흡

이는 지금까지 낙인이 사회적 규범(social norm)

연을 보편적이지 않은 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의 비

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을 야기하는 유용한 사회통

주류로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목표

제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데에서 그 배경을

로 한다(Lavack, 1999). 그 결과 이는 흡연자의

찾을 수 있다(Stuber et al., 2009). 실제로 많은

‘사회적 위상(social statuses)’에 가시적인 변화를

연구들이 사회적 낙인의 인지가 담배 소비와 흡연

초래하였다(Stuber et al., 2009). 이와 관련해 국

의 현저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내에서는 오미영(2011)이 흡연의 비주류화 전략

입증하기도 했다. 흡연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정

의 효과가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지 검

서의 인지가 금연 의도를 형성하는 데에 담배값 인

증한 바 있으나, 이를 사회적 낙인의 관점에서 조명

상과 같은 효과를 보인 것이다(Alamar & Glantz,

한 논의는 거의 없다.

2006; Kim & Shanahan, 2003). 이 외에도 흡연

보건복지부의 현행 금연 캠페인을 포함해 국내

이 합법적 일탈 행위라는 점은 법적 금지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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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으로 낙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초

은 현상은 흡연자가 흡연 행위에 특정한 가치체계를

가 되었으며(Bell et al., 2010), 건강저해 행동의

가진다는 것과도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송기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면죄부

2014).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가치구조를 규명한

를 부여해 오기도 했다(Bayer, 2008).

송기인(2014)에 따르면 흡연행위는 궁극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흡연자 낙인에 대한 문제제기 역

사회적 인지,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

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낙인으로 인

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연 메시지는 흡연

한 흡연 사실의 은폐는 흡연자가 금연 서비스를 이

자의 가치 추구를 제한하는 외압이며, 특히 흡연 행

용하거나 주변인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어렵게

위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의

한다(Stuber et al., 2009). 실제로 흡연에 대한 높

가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은 낙인을 인지하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흡

낙인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연 여부를 숨기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

또한 흡연자 낙인은 계층 간 흡연율의 불균형에 기

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의료인은 금연을 화두에

인하여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Bell

올리는 것을 꺼려하는 등 문제를 직면하는 데에 낙

et al., 2010; Kaiserman, 2002; Hammond et

인이 주요한 방해 요인으로 드러났다(Bremberg,

al., 2006; Stuber et al., 2008). 흡연은 일종의

Nilstun, Kovac, & Zwitter, 2003; Stuber &

‘계층적 불이익’으로도 여겨지며, 사회경제적 지위

Galea, 2009).

가 낮은 계층에게 이는 이미 일반적인 행위로 지양

더 나아가 사회적 낙인은 흡연자를 소외시킴으

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행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로써 일종의 ‘스모킹 아일랜드(smoking islands)’

(Graham, 2012). 때문에 이들에게 불이익을 부여

를 형성할 수 있다(Stuber et al., 2009). 이는 비

하는 낙인 금연 캠페인은 방어적 태도를 초래할 가

흡연자와의 거리가 증가되고 흡연자 간 유대가 강

능성이 크다(Kim, 2014).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화된 새로운 환경으로, 그 속에서 흡연자들은 금연

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지라도 낙인 전략이 궁

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덜 느낄 뿐 아니라 금연 동

극적으로 전 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을 줄일 것으

기나 금연을 위해 도움을 추구할 의지 역시 크게 감

로 전망하기도 한다(Bayer, 2008). 그러나 정책이

소할 가능성이 높다(Stuber et al., 2009). 즉, 금

나 교육의 효과가 이미 사회적으로 적은 자원이 주

연에 대한 필요성을 낮춰 오히려 흡연 행위를 고착

어진 이들에게 더 적게 나타난다는 주장들은 이러

화하거나 안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한 긍정적 전망에 의구심을 제기한다(Stuber et

다는 것이다. 그 기저에 흡연자에게 부여되는 불이

al., 2008; Bell et al.,2010). 국내 역시 소득별 갑

익에 대한 저항이나 금연 능력에 대한 좌절이 작용

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흡연 기간)에서 저소득

했을 것으로 지적된다(Bell et al., 2010). 이와 같

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약 653갑을 더 피우고, 소득

금연 캠페인의 사회적 낙인 효과 연구

189

별 장기 및 다량 흡연자 비율 역시 저소득층이

그러나 낙인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은 사회적 배경

25.4%로 고소득층에 비해 8.9% 높게 나타나(보건

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

복지부, 2014), 사회계층적 관점에서의 낙인 논의

다고 지적된다(유선욱 외, 2014).

가 시급해 보인다.

소득과 학력 역시 흡연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즉, 이와 같은 논의들은 현행 금연 캠페인에 소외

요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나 실직자

될 수 있는 흡연자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흡연율을

며, 금연 메시지 속 낙인의 효과를 흡연자의 심리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Farrimond & Joffe, 2006),

적·계층적 차원에서 검증해 볼 필요성을 뒷받침

흡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니코틴 중독, 흡연으로

한다.

인한 기쁨, 금연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거부
등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서 현저

흡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하게 나타난다(Jarvis, Wardle, Waller, & Owen,

2003). 또한 계층 간 금연율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
흡연 낙인에 대해 사회 계층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역시(Bell et al., 2010), 흡연자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국내의 흡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라 금연 메시지에 대한

연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15). 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론 소득분위별 흡연율에서 저소득층이 더 많이 흡

수 있다. 실제로 금연 캠페인에 내포된 낙인이 저

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낙인의 관점에서

소득 흡연자에게는 오히려 금연을 저해하고 흡연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낙인

고착화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 등 소득을 낙인 메

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낙인은 젠더 역할,

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과 같은 맥락적 요인들과 밀

하는 연구들도 늘고 있다. (White, 2016).

접한 관계가 있다(Jaramillo, 1999).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력과

성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나 약물

소득에 따라 국내 흡연자들 역시 낙인의 효과가 다

중독과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낙인화된 금연 캠

큰 낙인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Sandelowski,

페인의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파생효과 역시 함께

Lambe, & Barroso, 2004). 흡연과 관련해서 역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 이러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영국의 여성 흡
연자들의 경우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흡

흡연자의 행위 변화 단계(Stage of change)

연 여부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Bush, White, Kai, Rankin, & Bhopal, 2003).

범이론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TTM)은 건

190

광고PR실학연구

강 행위의 이행을 일련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함으

에 대한 준비정도, 즉 동기는 흡연자가 행위를 규정하

로써(Prochaska & DiClemente, 1984). 흡연자

고 중재를 수용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낙인 메시지가 각 인지적 과정에 적절하게 작용하

(Prochaska & DiClemente, 1984). 이러한 관점

는지 살펴보는 데에 유용하다. 특히 행위변화단계

에서 계획전단계는 계획단계, 준비단계와 마찬가

(stage of change)는 행동 변화를 중재하는 데에

지로 흡연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나, 금연에 대한

큰 함의를 가지며, 개인의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심리적 준비 정도에서 두 단계와 확연히 구분된다

다음의 6가지의 변화단계에 따라 바람직한 건강 행

고 할 수 있다. 행위변화단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

위로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먼저 계획전단계

들 또한 금연 동기나 필요성의 인지가 낮은 집단의

(precontemplation)는 가까운 미래에 행위 변화

흡연자가 다른 행위변화단계와 비교해 금연행동에

를 할 의도가 전혀 없는 단계로 주로 향후 6개월을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준으로 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데이크스트라 등(Dijkstra et al., 1998)은 금연

결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과거 변화 시도를 통

에 대한 준비정도에 따라 무동기상태 및 계획전단

해 자신감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행위변화

계를 저집단으로, 계획단계 및 준비단계를 고집단

와 관련하여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으로 나누어 행위변화단계에 부합하는 정보 메시

계획단계(contemplation)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금연에 대해 더 많이 준

행동변화 의도가 있는 단계로 행동변화에 대한 이

비된 집단에서는 각 행위변화단계에 부합하는 메

득과 장애요인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이다. 준비단

시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연에 대한

계(preparation) 역시 1개월 이내에 행동변화를

동기가 없는 집단의 경우 메시지 효과가 유의미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단계로, 행동 변화를 시도한 경

지 않았다. 오를레앙 등(Orleans et al., 1988) 역

험 혹은 행동 변화에 대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 계획전단계 흡연자들이 금연에 대한 이익보다 손

미 행동 변화를 시작하여 생활에 변화를 가지게 되면

실을 더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연을 강조

행동단계(action)로 볼 수 있으며, 개선 행위를 꾸준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이지 않음을 검증한 바 있다.

히 유지할 경우 유지단계(maintenance)를 넘어 종

또한 건강행동을 이행함에 있어 위험상황에 효과적

료단계(termination)에 이르게 된다(Prochaska,

으로 대처하게 하는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2008, 2013).

특히 행위변화단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즉, 범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행위변화단계에 따라

(Prochaska et al., 1984), 벨리서 등(Velicer et

흡연자의 금연행동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달라

al., 1998)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행위변화단계에

진다는 것이다(송연이·이강숙, 2006; Diclemente,

비해 계획전단계의 흡연자들이 가장 낮은 효능감을

Prochaska, & Gibertini, 1985). 특히 행위변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비례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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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혹의 경우 계획전단계의 흡연자들이 가장 높

도와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인 금연상담전화이용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Diclemente et

의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al., 1985). 즉, 흡연자의 금연 동기가 금연 행동은

낙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

물론 행위변화 이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에 역

고, 건강 목표 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부정적

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히 행위변화단계에 따라 흡연자들이 담뱃갑

(Alamar & Glantz, 2006; Bell et al., 2010; Kim

경고문에 다른 인지적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 Shanahan, 2003; Stuber et al., 2009). 또한

토대로(Fathelrahman, Omar, Awang, Borland,

낙인의 효과에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크게 반영됨

Fong, Hammond, & Zain, 2009), 본 연구에서

에도 불구하고 국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

는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등 동기 여부가 낙인

구 또한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

금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는 국내 환경에서 흡연자 낙인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금연 필요성 인지

자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흡연친화적 환경에 의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역시 앞선 논의와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흡연의 동기적 차
원은 공중 분류에 실질적 준거기준으로 작용함으
로써 효과적인 중재를 위한 단서를 제시하는 데에

• 연구문제 1: 국내 흡연자들은 흡연자에게 부여된 사
회적 낙인을 인식하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낙인은 금연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역시 소득분위 별 흡연율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낙인

연구 문제 및 가설

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따라
서 국내 흡연자의 금연행동에 낙인이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금연 커뮤니케이션 메

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

시지에 내포된 사회적 낙인은 흡연자의 금연행동

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선행 연구를 토대로 흡연자의 금연 동기 역시 금연

본 연구는 먼저 국내 흡연자들이 흡연자에 대한 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여

회적 낙인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금연행동에 대한 낙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를 토대로 사회적 낙인이 금연행동 의도에 영향

효과가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금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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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1: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학력, 소득)은

는 가상의 브로슈어를 제시하였다. 이때, 응답자들

사회적 낙인이 금연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이 해당 브로슈어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충

할 것이다.

분한 시간과 지시를 제공하였다. 그 후 주요 변인

• 연구가설 1: 흡연자의 금연 동기는 사회적 낙인이 금
연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인 사회적 낙인, 금연 의도 및 금연상담전화이용 의
도를 순차적으로 측정하였고, 흡연자의 인구사회
학적 변인과 행위변화단계, 자기 효능감도 함께 측
정하였다.

연구 방법
낙인 브로슈어의 구성

연구 설계 및 절차

설문에 앞서 가상의 금연 브로슈어를 제시하여 흡
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환기하고 개별 응답자가

연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가지고 있는 낙인의 범주를 통제하였다. 브로슈어

본 연구는 합법적으로 담배 구매가 가능한 만 19세

의 구성은 스미스(Smith, 2012)의 연구를 토대로

이상의 성인 남녀 흡연자를 연구 대상으로 무작위

가시성, 책임성, 그룹라벨, 위해의 네 가지 낙인 요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3개의 자료를

소 중 책임성과 그룹라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는 남성 92명

록 조작하였다. 각 커뮤니케이션 단서에 포함된 내

(56.4%), 여성 71명(43.6%)로 구성되었으며, 고

용은 흡연자 묘사에 대한 선행연구들(Chapman &

등학교 졸업자가 31명(19%), 대학교 졸업자가

Freeman, 2008; Farrimond & Joffe, 2006)을 토

119명(7735%), 대학원 재학 이상이 13명(8%)이

대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하였다(<표 1>). 또한 신

었고, 소득의 평균은 361만 원이었다. 흡연형태의

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금연 교육자

경우 전체 응답자의 일평균 흡연량은 11.4개비, 흡

료를 참고하여 흡연에 대한 통계자료를 소개하는

연 기간은 11.98년이었고 행위변화단계는 계획전

한 페이지 브로슈어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단계가 49명(30.1%), 계획단계가 14명(8.6%),
준비단계가 100명(61.3%)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2016년 5월

표 1 낙인 브로슈어의 조작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

커뮤니케이션
단서

내용

되었다.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응답자의 낙인 개념

책임성

1. 흡연자는 흡연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
2. 흡연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다.

그룹라벨

1. 흡연자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불쾌한 냄새이다.
2. 시민들은 길거리 최고 민폐 행동으로 ‘흡연’을 꼽았다.

의 범주를 통제하기 위해 스미스(Smith, 2012)의
사회적 낙인 단서 중 책임성과 그룹라벨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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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의도 및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

본 연구에서 금연 의도는 금연 행동에 대한 행위 가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능성으로 정의 하였고, 일반적으로 행동 의도를 측

사회적 낙인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개인에 대해 사

정하는 “노력할 것이다”, “의향이 있다”, “계획하고

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있다”의 표현 중 번역하였을 때 다른 두 문항과 의

(Vogel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낙인화된 집

미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향이 있

단의 구성원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거부의 정도를

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

측정하는 허베이(Harvey, 2001)의 사회적 낙인

며(Fishbein & Ajzen, 2010), 전혀 그렇지 않다(1

측정 척도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가 대부분 정신질환과 같

측정하였다(Cronbach’s α＝.88). 본 연구에서

이 높은 낙인이 부여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이를 그

는 금연 의도와 구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

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는 데에 낙인이 주요한 방해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

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조사를 통해 적합한 문

라 구체적인 개선 행위로서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

항을 선별하여 수정해 사용하였다. 척도개발을 위

를 종속변인으로 보았다. 이 역시 금연 의도와 마찬

한 문항분석 방법을 토대로 기존 15개 문항에 대한

가지로 금연상담전화 이용 행동에 대한 가능성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해, 흡연 맥락에 맞지 않는 문항과

정의하고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각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가 너무

α＝.91). 행동 의도 측정에 대한 준거 기간은 범

높거나 낮아 적절하지 못한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

이론의 행위 변화 단계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6개

ᐨ총점 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문항들을 대상으로

월로 선정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하여 가장 적절한 5문항을 최종 선정
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흡연자는 일반적으

인구사회학적 요인

로 사회로부터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사회는 흡

본 연구는 성별, 소득, 학력의 세 가지 인구사회학

연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

적 요인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소득

으로 사회는 흡연자를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본

수준은 100만 원 미만부터 700만 원 이상까지 100

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흡연자를 기

만 원 단위로 8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

피한다”, “사회는 흡연자를 편견에 따라 대우한다”

으로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

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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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론에 따른 행위변화단계

하였다. 측정 척도는 디클레멘테 등(DiClemente et

본 연구에서 행위변화단계는 디클레멘테 등

al., 1985)이 개발한 금연에 대한 효능감 척도인

(DiClemente et al., 1991)의 분류 기준에 따른 3

smoking abstinence self efficacy(SASE) 도구

단계의 알고리즘을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

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항은 <표 2>와 같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금연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담배를 참는 것”, “담배를 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획전단계로, 한 달 이내

우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담배를 참는 것”, “식후

금연을 할 계획이며, 혹은 지난 6개월 동안 금연을

나 간식 후에 담배를 참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렵다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준비단계로, 그 외에는 계획

(1점)에서 아주 쉽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단계로 보았다. 단, 본 연구의 목적이 흡연자의 동

측정하였다(Cronbach’s α＝.79).

기적 차원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
래에 금연 의도가 전혀 없는 ‘계획전단계’와 금연 의

흡연 관련 변인

도가 있는 ‘계획 및 준비단계’를 하나의 행위변화단

본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흡연 특성이 낙인의 효과

계로 구성하여 2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흡연 형태
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달 동안의 하루 평균 흡연량과 흡연 기간을 측정하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 권고된 건강행동을 할 수 있

였다.

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Rimal, 2001),
본 연구에서는 범이론에 따른 행위 변화 단계와 밀접

사전 조사 및 분석

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통제 변인으로 설정
금연 브로슈어의 조작 점검을 위해 본 실험에 앞서
성인 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

표 2 금연 행위변화단계 측정 문항

였다. 낙인의 조작적 정의에 기반해 책임성과 구별

행위 변화 단계
①네
② 아니오

1

향후 6개월 이내에 금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2

향후 6개월 이내에 금연을 생각하는 경우, 앞으로 한 ① 네
② 아니오
달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습니까?

3

향후 6개월 혹은 한 달 안에 금연을 생각하는 경우, ① 네
지난 6개월 안에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② 아니오

a. 계획전단계 : 1번 문항에 ‘② 아니오’ 응답
b. 계획단계 : 1번 문항에 ‘① 네’응답 & 2번, 3번 문항 모두에 ‘② 아니오’
응답
c. 준비단계 : 1번 문항에 ‘① 네’응답 & 2번 or 3번 문항에 ‘① 네’응답

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책임성의 평균이 3.76

(sd ＝ 1.12), 구별성의 평균이 3.73(sd ＝ 0.85)
로 나타나 연구자의 의도대로 조작화되었다고 판
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수거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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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들이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사회
적 낙인의 평균이 3.54(sd ＝ 0.65)인 것으로 나

낙인 브로슈어의 조작 검증

타났다. 나아가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
연구 결과의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실

흡연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

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낙인 브로슈어에 대한 사

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

전 조사 항목을 재검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브로

과, 성별과 학력에 따라 사회적 낙인의 인식 정도에

슈어에 대해 연구자의 의도대로 응답자들이 사회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사회적

낙인을 구성하는 책임성과 그룹라벨에 따른 구별성

낙인을 인식하였으며(t ＝ ᐨ2.14, p ＜ .05), 저학

을 포함한다고 인지하는지 살펴본 결과, 책임성의

력 집단이 고학력 집단보다 사회적 낙인을 더 크게

평균이 3.71(sd ＝ 0.86, Cronbach’s α＝.82),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05, p ＜ .05).

구별성의 평균이 3.68(sd ＝ 0.89, Cronbach’s

행위변화단계 역시 계획전단계 집단에 비해 금연

α＝.76)로 사전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동기가 있는 계획 및 준비단계 집단이 사회적 낙인
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ᐨ1.99,

국내 흡연자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지

p ＜ .05). 반면, 소득에 따른 사회적 낙인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0.1, p ＜

본 연구는 국내 금연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흡연

.05). 따라서 현저하게 높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자에 대한 낙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먼저 국내 흡

평균 3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국내 흡연자들이 그

표 3 사회적 낙인의 집단 별 평균 비교
구분

측정항목

성별

학력
사회적
낙인
소득

행위변화 단계
* p ＜.05

집단

평균

표준편차

남성 (n ＝ 92)

3.44

0.62

여성 (n ＝ 71)

3.66

0.67

고학력 (n ＝ 132)

3.49

0.66

저학력 (n ＝ 31)

3.73

0.55

고소득 (n ＝ 88)

3.53

0.66

저소득 (n ＝ 75)

3.54

0.64

계획전단계 (n ＝ 49)

3.39

0.63

계획및준비 단계 (n ＝ 114)

3.6

0.66

t
ᐨ2.14*

2.05*

0.1

ᐨ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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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흡연자 특성 변인이 각기 금연 의도에 미치는
6

영향과 각 변인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귀식

5

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해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4
금
연

모든 변수의 VIF값이 최소 1.14에서 최대 5.08로

3

의
도

계획전단계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

계획및준비단계

였다. 또한 Durbin-Watson은 1.87로 잔차들 간

2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상호
1

작용항을 추가한 최종 모델5의 설명력은 모델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ΔR2 ＝

0
사회적낙인(저)

사회적낙인(고)

03, p ＜ .05), F값이 13.11(p ＜ .05), R2값이
.51로 51%의 설명력을 가졌다.

그림 1 사회적 낙인과 금연 의도 형성에 대한 행위변화단계의
조절 효과

분석 결과, 통제변인 중 금연 기간이 금연 의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금연 기간
이 더 길수록 더 높은 금연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들에 부여된 사회적 낙인을 인지한다고 판단하였

나타났다(B ＝0.02, p ＜ .05). 행위변화단계 역

으며, 흡연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낙인의 차이 역시

시 금연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두 가지 변인을 연관지

났는데, 참조집단인 계획전단계집단에 비해 금연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기를 가진 집단이 더 높은 금연의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B ＝1.54, p ＜ .05). 반면, 금연

금연행동 의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영향 및 흡

의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연자 특성의 조절 효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05, p ＜

.05).
금연 의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흡연자 특성의 영향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낙

사회적 낙인이 금연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인과 행위변화단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

에 대한 흡연자 특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작용이 확인되었다(B ＝0.5, p ＜ .05). <그림 1>

금연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와 같이 사회적 낙인의 효과는 계획 및 준비단계에

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흡연 형태, 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계획전 단계

기 효능감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사회적 낙

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크게 인식할수록 금연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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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계획 및

서는 사회적 낙인이 금연에 대한 동인으로 작용하

준비단계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낮게 인식하는 집

지 않는 데에 반해, 금연 동기가 있는 집단만이 사

단보다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금연

회적 낙인이 증가할수록 높은 금연 의도를 가지는

의도가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M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고

낙인저

＝3.99, M

＝5.09), 계획전단계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식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흡연

하는 집단이 더 낮은 금연 의도를 보였다(M

자 특성의 영향

＝1.92, M

낙인고

낙인저

＝1.01). 즉, 계획전단계 집단에

다음으로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에 대한 사회적

표 4 금연 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Block1
(흡연 형태)

Block2
(인구 사회
변인)

변수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B

t

B

t

B

t

B

t

B

t

상수

3.61

22.55

3.81

17.87

2.15

6.71

2.1

6.69

1.94

5.94

일평균 흡연량

ᐨ.03

ᐨ2.2*

ᐨ.03

ᐨ2.59*

ᐨ.02

ᐨ1.98*

ᐨ.02

ᐨ2.34*

ᐨ.02

흡연 기간

ᐨ.01

ᐨ.54

ᐨ.01

ᐨ1.2

.01

1.49

.02

1.93

.02

2.03*

ᐨ1.9

성별(B)

ᐨ.12

ᐨ.69

ᐨ.12

ᐨ.85

ᐨ.17

ᐨ1.23

ᐨ.17

ᐨ1.27

학력(C)

ᐨ.17

ᐨ.99

ᐨ.2

ᐨ1.48

ᐨ.15

ᐨ1.13

ᐨ.12

ᐨ.92

소득(D)

.11

2.37*

.05

1.31

.04

1.12

.04

1.07

Block3
(동기 변인)

행위변화단계(E)

1.52

10.45***

1.46

10.14***

1.54

10.56***

자기 효능감

.07

.89

.11

1.43

.12

1.58

Block4

사회적 낙인(A)

.28

2.77**

.05

.22

Block5

(A)*(B)

ᐨ.2

ᐨ1.02

(A)*(C)

ᐨ.24

ᐨ1.37

(A)*(D)

ᐨ.05

ᐨ.95

(A)*(E)

.5
2

2

2

2

2.24*
2

설명력

R ＝.04

R ＝.07

R ＝.46

R ＝.49

R ＝.51

회귀모형 적합도

F＝3.39*

F＝2.52*

F＝18.96***

F＝18.27***

F＝13.11***
Durbin-Watson
＝1.87

* p ＜.05, ** p ＜.01, *** p ＜.001
a) 종속변인: 금연 의도
b) B: 비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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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의 영향 및 흡연자 특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았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델5의 설명력은 모

더 높은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델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ΔR2

나타났다(B ＝0.22, p ＜ .05). 행위변화단계 역

＝07, p ＜ .05), F값이 9.47(p ＜ .05), R2값이

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43이었으며, Durbin-Watson은 1.76로 잔차들

났는데, 참조집단인 계획전단계 집단에 비해 금연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

동기를 가진 집단이 더 높은 상담전화이용 의도를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인 중 자

보였다(B ＝1.18, p ＜ .05). 반면, 금연 의도와

기 효능감이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마찬가지로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에 대한 사회적

표 5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Block1
(흡연 형태)

Model1

변수

Model2

Model3

Model5

B

t

B

t

B

t

B

t

B

t

상수

2.95

17.27

2.98

13.27

1.07

2.85

1.01

2.75

1.2

3.24

일평균 흡연량

ᐨ0.01

ᐨ0.53

ᐨ0.01

ᐨ0.78

0.01

0.59

0.003

0.25

0.01

0.45

흡연 기간

ᐨ0.01

ᐨ1.10

ᐨ0.02

ᐨ1.47

0.01

0.75

0.01

1.22

0.01

0.64

성별(B)

0.12

0.66

0.14

0.88

0.08

0.51

0.01

0.10

학력(C)

ᐨ0.14

ᐨ0.77

ᐨ.16

ᐨ1.04

ᐨ0.10

ᐨ0.67

ᐨ0.16

ᐨ1.11

소득(D)

0.13

0.07

1.64

0.06

1.45

0.05

1.14

1.23

7.25***

1.16

6.9***

1.18

7.17***

0.23

2.59*

0.28

3.17**

0.22

2.55*

0.35

2.92**

0.07

0.27

(A)*(B)

ᐨ0.25

ᐨ1.14

(A)*(C)

0.14

0.69

(A)*(D)

0.16

2.58*

Block2
(인구 사회
변인)

2.73**

행위변화단계(E)
Block3
(동기 변인)
자기 효능감
Block4

Model4

사회적낙인 (A)

Block5

(A)*(E)
설명력
회귀모형 적합도

* p ＜.05, ** p ＜.01, *** p ＜.001
a) 종속변인 :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
b) B : 비표준화 계수

0.51
2

2

2

2

1.98*
2

R ＝.01

R ＝.07

R ＝.33

R ＝.37

R ＝.43

F＝1.08

F＝2.2

F＝10.95***

F＝11.11***

F＝9.47***
Durbin-Watson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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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3
2
1

4
계획전단계
3

계획및준비단계

2
1

0

0
사회적낙인(저)

사회적낙인(고)

그림 2 사회적 낙인과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 형성에 대한
소득의 조절 효과

사회적낙인(저)

사회적낙인(고)

그림 3 사회적 낙인과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 형성에 대한
행위변화단계의 조절 효과

낙인 주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

＝.07, p ＜ .05).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경우, 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M

회적 낙인이 금연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고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식하

다음으로 각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
과, 금연 상담전화를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 낙인과

낙인저

＝2.82, M

낙인

＝3.27), 저소득 집단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낮

는 집단이 더 낮은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를 보였
다(M

낙인저

＝3.05, M

낙인고

＝2.86).

소득(B ＝0.16, p ＜ .05), 사회적 낙인과 행위변

<그림 3>에서도 금연 의도에 대한 결과와 유사

화단계(B ＝0.51, p ＜ .05)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계획 및 준비단계의 경우

한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먼저 소득의 조절효과

사회적 낙인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낙

를 나타낸 <그림 2>을 살펴보면, 사회적 낙인의 효

인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상담전화이용 의도가

과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게 나타난 반면(M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작아지

4.75), 계획전단계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낮게 인

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즉, 고소득 집단의 경우 사

식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식하는 집

회적 낙인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낙인

단이 더 낮은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를 보였다(M낙

낙인저

＝3.61, M

낙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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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M

낙인고

＝1.38). 즉, 계획전단계에 있

는 흡연자들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수

고, 그것이 흡연자 특성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금
연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 오히려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가 급격히 감소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소득에 따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 계층과 금연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에 미치는 사회적 낙인의

동기가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이 금연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변화

상담전화 이용을 촉구하는 데에 동인으로 작용하

단계에 따라서는 두 가지 종속변인 모두에 미치는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소득에 따른 사회적 낙인의 영향을 살펴
보면, 고소득 집단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크게 인식

결론 및 논의

할수록 더 높은 금연상담전화이용 의도를 보인데
반해, 저소득 집단의 경우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흡연자에 부여된 사회적

는 데에 사회적 낙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낙인이 흡연자의 금연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고소득 계층이 금연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의 압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

력을 더 크게 느끼는 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금연

한 흡연자 특성에 따라 사회적 낙인의 영향이 달라

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흡연을 오히려

지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연 커뮤니케이션 맥

권장하는 등 그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나타날 가능

락에서 낙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한다(Graham,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흡연

2012; Thompson et al., 2007).

자들은 사회가 흡연자에게 부여하는 낙인을 인식하

더 나아가 이는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크게 높지 않았다.

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낙인

이는 사회적 낙인이 해당 행위의 사회적 위상과 밀

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Bell et

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연관지어 생각해

al., 2010; Hammond et al., 2006; Stuber et

볼 수 있다(Stuber et al., 2009). 흡연은 우리 사회

al., 2008). 이미 선진국에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행위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흡연자 낙인으

흔히 하고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이나 약

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데에 반해

물중독과 같이 강한 낙인이 부여된 행위들과 비교

(Bayer, 2008; Graham, 2012; Link & Phelan,

하면 흡연에 대한 낙인이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2001; Stuber et al., 2009), 국내에서는 낙인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흡연자들은 흡연

대한 논의조차 점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흡

자로서 스스로에 부여된 사회적 낙인을 인지하였

연자 낙인이 정부 주도의 비주류화 정책을 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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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낙인을

(Hammond et al., 2006). 정부가 금연 커뮤니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기능주의적이며

이션의 주요 발화자인 상황에서 적극적 낙인화는

표면적인 접근일 수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공적인 비난을 강화하거나 마치

더 나아가 행위변화단계에 대한 논의는 효과적

정부가 허가한 형태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고 그 파

인 금연정책을 위한 실무적인 함의 역시 제공한다.

급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Bayer,

현재 우리나라의 금연 커뮤니케이션이 정부 주도

2008). 이는 흡연의 비주류화가 내포한 사회적·

로 수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공적 자원의 분배와

윤리적 문제점들을 답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커뮤니케이션 목표 달

의 금연 정책 전반에 대한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

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 세분화와 공중

다. 또한 낙인이 사회 속에서 계승되고 구조화되어

별 효과적인 메시지의 탐색을 통한 차별화된 커뮤

한 번 형성된 낙인을 제거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노

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조형오, 2005). 연

력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

구 결과에 따르면 금연에 대한 심리적 준비 정도가

한다.

공중 세분화의 기준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행위변화단계 역시 금연행동 의도에

특히 금연 의지가 전혀 없는 계획전단계 흡연자의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 금연에 대한 동

경우 지금까지의 금연 캠페인의 효과에서 소외되

기가 전혀 없는 계획전단계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어 왔을 가능성 역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크게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건강개선행위로

목표 공중으로 하는 금연 메시지를 개발함에 있어,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금연 동기가 있

낙인화 전략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접근을 제안함

는 경우 중재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으로써 실질적으로 흡연율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인지한 반면, 금연 동기가 없는 경우 메시지를 수용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고소득 혹은 금연 동기

(Dijkstra et al., 1998). 그러나 금연 동기의 형성

를 가진 흡연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이 금연행

역시 흡연자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받는 만큼 이 또한 흡연자가 놓인 사회맥락과

그러나 헬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낙인의 부작용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Stuber et al., 2009;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

Thompson et al., 2007). 즉, 흡연에 수용적인 환

을 때, 수용자가 인지하는 낙인의 강도에 관심을

경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금연행동을 야기하는 데

가져볼 수 있다. 실제로 낙인은 공포 정서와 밀접하

에 실패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흡연율이 감소하

게 연결되는데, 공포 소구는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

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흡연율의 불균형은 심화될

를 초래하며, 강화된 사회적 낙인은 사람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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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낙인화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한다(Alonzo &

성 파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 및 학력, 행

Reynolds, 1995; Grow & Christopher, 2008).

위변화단계 등에 따른 할당 표집을 실시하지 않았

따라서 공포 소구 메시지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기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특성이 낙인 효

반으로, 흡연과 관련된 낙인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

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설 경우에도 여전히 금연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

때, 이들 변인을 중심으로 보다 모집단의 특성을 잘

을 미칠 것인지 그 강도에 방점을 둔 후속 연구가

반영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청되다.

요청된다.

정부가 더욱 강력한 금연 규제정책을 시행하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낙인

다는 포부를 밝힌 시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맥락의

연구에서 주로 다뤄진 질병 및 일탈행위에 비해 흡

차원에서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낙인화 전략을 조

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큰 고찰 없이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를 토대로 기존 척도를 그

채택되어 온 낙인화 전략이 흡연자 특성에 따라 흡

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연율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측정도구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금연 커뮤니케이

정교한 접근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토대로 한 적

션 맥락에서 사회적 낙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다각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각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소득과 금연 동기에

제기하고자 한다.

따라 행동변화에 미치는 낙인의 영향에 차이가 나

무엇보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에서 낙인의 부정

타났으나, 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대답

적 파생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메

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역시 질적 접근을

시지 효과 중심의 국내 금연 커뮤니케이션 논의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현

사회적 건강불평등의 차원에서 논의하여 그 틀을

상을 이해하고 심층적인 논의점을 찾는 작업이 필

확장하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실무적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원에서 역시 효과적인 공중 세분화의 기준을 검

마지막으로 2014년 기준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증하고, 각 공중별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개발의 가

소득이 약 200만 원, 고등교육 이수율이 약 43%인

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것을 고려했을 때(통계청, 2016), 본 연구의 자료

국내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

는 소득과 학력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상회하는 경

고 있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흡연율의

향이 있다. 또한 행위변화단계 역시 계획전단계의

감소에 따라 흡연율의 불균형 역시 점차 두드러질

흡연자 비율이 비교적 낮게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흡연자 낙인찍기’에 대한 재

서는 흡연에 대한 낙인 논의의 시작 단계로서 경향

고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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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tigmatization in Anti-Smoking
Campaigns
: The Moderating Role of Smok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tages
of Change
Hyejin Lee
M.A student, Division of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ty
Soontae An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ti-smoking campaign promoting
smoker-related stigma. We investigated whether stigmatization is effective in curbing smoking and
more importantly, smok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tages of change moderate stigma effects.
A total of 163 adult smoker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income and stages of change on cessation intentions.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rceived stigma and income indicated that the perceived stigma led the high-income
smokers to show higher intentions for using cessation hotline, while it did not for the low-income
smokers. Regarding stages of change, pre-contemplators did not show enhanced cessation intentions
with heightened stigma, while the rest of the smokers demonstrated significantly increased cessation
intentions with heightened stigma. Based on the results, side effect of smoking stigma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in terms of target segment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anti-smoking campaign, social stigma, cessation intentio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ages of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