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 간호학과 4조 정현종 김현지 조현아 차슬기 박선경 김영희 연진주 이진희 이시온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반금옥

1)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병변/비병변별 낙관적 편견
정도를 파악

담뱃갑 경고그림 변경 후 국내에서는 개정된
그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음

담배를 처음 시작하는 소비자들에게 경고그림
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행
되고 있지 않음
낙관적 편견이 개인의 위험인식과 예방태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건강위험인식과 예방태도 정
도를 파악
3)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낙관적 편견 여부에 따른 건
강위험인식과 예방태도의 차이를 파악

<연구대상>

<연구도구>
병변 그림에 대한 낙관적 편견
G*power 3.1.9.2: 210명 요구
(7점
척도
19문항)
5개 고교 남(76명), 여(80명)
비병변 그림에 대한 낙관적 편견
8개 대학교 남(73명), 여(78명)
(7점 척도 18문항)
위험인식과 예방태도
총 309명 조사
<연구설계>
(7점 척도 20문항)
서술적 조사연구

<자료수집방법>

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관적
편견 차이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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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위
험인식과 예방태도의 차이 파악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낙관적 편견 (병변그림) 유무 >

<자료분석방법>
(기술통계, 독립t-test, 상관관계)

(설문조사 회수율 96.6%)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낙관적 편견 (비병변그림) 유무 >

담뱃갑 병변그림에서 낙관적 편견이
있는 집단이 담뱃갑 비병변 그림에서
낙관적 편견이 있는 집단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p<.001).

병변그림에서 낙관적편견이 있는 집
단이 비병변그림보다 유의하게 높음
으로 병변그림의 예방효과가 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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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대학생의 낙관적 편견(병변그림)
유무와 건강위험인식/예방태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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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변관련 담뱃갑 경고그림에서의 낙관적 편견(0.1468)이 비병변
관련 낙관적편견(-0.0817)보다 높게 나타남(t=3.410,p=0.001).
2. 건강위험인식과 예방태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은 대학생
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대학생은 비병변관련 담뱃갑 경고그림에서 낙관적 편견이 없는 집
단이 낙관적 편견이 있는 집단보다 위험인식과 예방태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남.
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흡연여부는 비병변 관련
낙관적 편견의 형성에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말 할 수 있음.
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
경고그림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 사람, 경고그림의 신뢰하지 않
는 사람은 낮은 건강위험인식과 예방태도가 나타남.

< 고등학생 대학생의 낙관적 편견(비병변그림)
유무와 건강위험인식/예방태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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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그룹별 병변그
림과 비병변 그림에 대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고등학생의 담뱃갑 병변/비병변 그
림의 낙관적편견 유무와 건강위험인
식/예방태도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음.

대학생의 담뱃갑 병변그림의 낙관적
편견 유무와 건강위험인식/예방태
도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비병변 그림의 낙관적 편견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위험인식과
예방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p<0.05)

.040

1.
향후
더
넓은
지역과
폭
넓은
대상으로
한
연구가
1. 담뱃갑 병변 그림의 낙관적 편견이 비병변그림보다 높음.
필요.
2. 고등학생의 건강위험인식과 예방태도가 대학생보다 높음. 2. 경고그림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들이 어떤 이성적
이고 정서적인 지각의 차이를 갖는지에 대한 심층
3. 대학생의 비병변 그림에 대한 낙관적편견이 없는 대상자
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
가 건강위험인식과 예방태도가 높음.
3.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대표성 있는 표
본을 선택하여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반복연구가 필요.
4. 추후 행위의 특성을 살펴보는 사후 설문을 실시하
*(비)병변별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여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양질의
연구
결과를
도
것은 흡연 예방과 경고그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
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미함.
5.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실험연구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행동 변
등 통합 방법론을 통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화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함.
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