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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 약

군 간부의 금연행 위변화 단계별 관련 요인분 석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범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파악하고,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여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중재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3개 사단의 하사에서 대령까지로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은 비흡연자를 제외한 486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0

년 10월 9일부터 11월 6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질문

지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sion 1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범위는 20세에서 53세로 평균연령은 30.9세였

다. 현재 흡연자의 평균 일일흡연량은 17.7개비이고 과거1년간 금연시도

횟수는 2.9회, 평균 흡연기간은 9.4년이었다.

2.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는 계획전 단계가 233명(47.9%), 계획단계가

140명(28.8%), 준비단계가 55명(11.3%), 행동단계가 14명(2.9%), 유지단

계가 44명(9.1%)이었으며, 전체대상자의 88.0%가 계획전 단계, 계획단

계, 준비단계에 치중되어 있었다.

3.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계급, 교육수준, 결혼상

태, 일일흡연량,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가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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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 높을수록(P=0.00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 =0.004), 기혼자일수록

(P=0.000) 행동 및 유지단계가 많았으며, 일일흡연량(F =19.507, P =0.000)

은 계획전 단계에서 가장 많았고 계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가 적고

준비단계에서 가장 적었다.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F =43.632, P =0.000)

는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많았다.

4. 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들 중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는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스

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였다.

자기효능감은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증가하여 모

든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 =142.252, P =0.000),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의사결정균형요인 중 흡연의

이익은 계획전 단계에서 가장 높고 계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와 준

비단계에서 낮고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 =79.795, P =0.000) 흡연의 손실은 계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 준비, 행

동 및 유지단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30.206, P=0.000). 의사

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에 대한 차이는(F =108.804,

P =0.000) 계획전 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이 흡연의 손실보다 높았으며

계획단계에서부터는 흡연의 이익보다 손실이 높아졌으며 그 차이가 계

획, 준비단계에 비해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

트레스지각정도는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

는 양상을 보였고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에 비해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스트레스지각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3.562, P =0.014). 니코틴의

존도는 계획전 단계가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 비해 니코틴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25.335,P =0.000).

5. 금연행위변화단계로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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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단계를 구분짓는데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

으로 흡연의 이익, 흡연의 손실, 연령이었다. 이들 네 요인들의 조합

으로 계획전 단계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은 83.3%였고, 계획

단계의 경우는 55.7%, 준비단계는 22.5%, 행동 및 유지단계는 77.6%였

다. 각 변화단계간의 차이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계획전 단계와 계획

단계간의 차이는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2.208배), 니코틴의존도(0.386

배), 흡연의 이익(0.349배)과 흡연의 손실(3.288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계획단계와 준비단계간의 차이는 과거1년간 금연시도

횟수(4.467배), 자기효능감(1.927배), 흡연의 손실(0.577배)이 크게 영향

을 미쳤다. 그리고 준비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간의 차이는 자기

효능감(5.658배)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군 간부의 금연행위는 계획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었고, 금연행위변

화단계별 관련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

연의 손실, 스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 등이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

으로는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금연중재시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를 고려한

중재적용과 금연행위변화단계간의 이행을 돕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의사결

정균형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금연중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군 간부들이 금연을 실행하고 유지하게 하여 금연성공율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금연 행위변화단계 , 관련 요인 ,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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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 연 구의 필요성

흡연은 많은 질병발생과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흡연자

의 경우 담배로 인해 각종 암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 관상동맥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지주막하출혈, 위궤양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신

중 흡연은 저체중아 출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아 영아사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도 해치게 되어

간접흡연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호흡기질환 등에 걸릴 위험성

이 높다(변종화, 1997). 이에 우리 나라는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창

립과 몇몇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금연교실에서 흡연의 해독을 홍보하고 금연

시도자를 도와주는 금연운동의 영향으로 성인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

으나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건물에서의 금연과 청소년에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국가적인 금연운동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김대희,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15세 이상 남자의 흡연율은 68.2%로 미국

(27.7%), 영국(28%), 독일(36.8%)등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세계 최

고 수준이며(WHO,1997), 20세 이상 남자 성인의 흡연율이 1980년 79.3%에

서 1999년 65.1%로 감소하였으나 다른 나라의 흡연율과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지선하, 1999).

이와 같은 흡연문제는 20대의 남자 성인이 주를 이루는 군에서도 심각

한데, 전군을 대상으로 한 군 장병의 흡연실태조사에 의하면 간부들의 흡

연율은 69.4%, 병사들의 흡연율은 72.8%(정소진, 권영대, 1996)로 현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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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 일반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대라는 조직적 특성

과 특수한 생활환경이 민간인과 구분되는 건강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

로, 같은 연령층의 미국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6가지 생활습관을 비교

한 Ballw eg (1989)의 연구에서도 군인들이 운동과 체중조절에서는 더 좋은

생활습관을 보인 반면 흡연, 음주, 아침식사, 수면량에서는 더 나쁜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군인이 흡연율이 더 높고(하영호 등, 1994 ; Bray

등, 1989) 군입대후 흡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지연옥, 1989 ; Schei & Sogaard).

군 간부의 경우 흡연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고위험 집단으로 이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신장애 전역자의 주요 사유가 종양

(26.5%), 고혈압(18.8%), 간염(16.1%)이며(김영균 등, 1998), 40세 이상의

경우 당뇨, 고혈압, 만성 간질환, 위암, 간경화, 심근경색 등의 만성질환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었다(강철환 등, 1998). 이런 만성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 흡연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최정숙, 1999). 최경

혜(1999)의 연구에서도 흡연은 40세 이상 군 간부의 간질환이나 고지혈증

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시에 금연프로그램을 우선적으

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흡연은 신체의 건강상태에 손상을 입혀서 군사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이동윤, 1997) 전 군인들의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유지와 전투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금연은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군에서의 금연대책은 주로 병사

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시행으로는 일부 지역에서의 금연을 포함한 병 건강

관리교육과 논산훈련소에서의 의무적인 금연교육이 있으며, 이외 부대별로

지휘관의 관심여부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신숙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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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의 금연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군조직 특성상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군대조직은 계급

과 직위 및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집단으로 군 간부는 병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 통솔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금연의지를 가지고 금연을 실천하여 솔선수범하고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부

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군 전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의 경우에도 1986년 미국방부의 흡연

예방과 금연프로그램개발 정책에 따라 건강한 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

정책에 대한 이행에 있어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Conw ay, 1993).

그런데 효과적인 금연중재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금연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군 간부를 대

상으로 하여 흡연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흡연실태조사는 많이 되어 왔으나

이들 흡연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금연의도를 가지고 있고 금연을 시도하

여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금연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의 금연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건강행위이행

의 관련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범 이론적 모델((T ranstheoretical

Model)을 근거로 군 간부의 금연행위를 변화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여러

연구에서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개인의 의

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 일부 연구에서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관련성을

보인 니코틴의존도, 건강행위 중 음주와 운동, 스트레스지각과의 관계를 파

악하여, 개인의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맞추어 금연동기를 유발하고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간호중재

전략 및 금연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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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금연행위를 변화단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군 간부의 금연행위변화단계를 파악한다.

2) 군 간부의 금연행위 변화단계별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3) 군 간부의 금연행위 변화단계별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3 . 용 어의 정의

1 ) 군 간부

군 간부란 장기하사 이상 하사관, 준사관, 장교를 총칭하며 군을 하나의

직업집단으로 인식하고 군대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군인을 말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일부 지역에 위치한 사단에 소속된

하사에서 대령까지의 남자군인을 의미한다.

2 ) 금연행위 변화단계

담배를 끊으려는 행위로 금연에 성공하였는가 / 실패하였는가 의 이분

된 결과로서가 아니라 금연을 일련의 단계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Prochaska & DiClemente, 1983), 대상자가 현

재 속해 있는 금연행위 변화단계는 5단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DiClemente 등(1991)에 의해 개발된 분류기준에 따라 계획전 단계, 계

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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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고찰

1 . 금연행위 변화단계

금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금연의 성과를 담배를 계속 피우는가 아

니면 끊었는가의 이분된 카테고리로 가늠하였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

(Bernstein , 1970; Hunt & Bespalec, 1974; Linchtenstein & Danaher ,

1976)이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금연행위를 이분된 산

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Pechacek & Danaher ,

1979; Prochaska & DiClemente, 1983). 이러한 맥락에서 금연행위를 하나

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범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변화단계(stage of

change)와 변화과정(process of change),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 그리고

의사결정균형(decisional balance)의 개념을 여러 이론으로부터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Lauby등, 1998 ; Prochaska & DiClemente, 1983 ;

Ruggiero 등, 2000) 금연을 비롯한 행위변화와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고 연

구하는데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이 모델의 강점은 특히 건강행위의 역동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따라

서 금연과 같은 건강행위의 채택과 유지는 각 변화단계에 기초한 역동적

이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행위 변화라는 것이 이분적 현상이 아니라 행

위를 중단한 개인들도 다시 시작할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행위를 유지하

는 개인도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순환적인 것임을 강조하므로, 행위결과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 인지적 요

소에 초점을 두어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Marcus 등, 1992).

변화단계(stage of change)는 변화의 주기에서 개인이 처한 상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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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특수한 태도와 의도 및 행동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그래서 변화의

단계들은 각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변화단계간의 이행

은 각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Marcus 등,

1996 ; Prochaska & Norcross, 1994).

이 모델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금연행위는 담배

사용으로부터 지속된 절제를 향하여 일련의 단계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구분된다(Prochaska

,DiClemente & Norcross, 1992). DiClemente & Prochaska (1985)도 자가변

화에 의한 금연은 단계적인 과정이며, 흡연자는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는

계획전 단계로부터 금연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손실에 대해 저울질하고

금연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획단계를 통해 금연을 행동에 옮기는 행동단

계로 간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단계는 자조적 금연을 시도하는 흡

연자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흡연자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증명되

었다( DiClemente & Prochaska, 1982; Prochaska 등, 1992).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단계는 계획전 단계에서 계획단

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선형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흡연

과 같은 중독행위는 대부분은 재발할 것이며 재발동안 개인들은 이전 단계

로 되돌아가는 나선형의 패턴을 보인다(Prochaska 등, 1992). 금연에 대한

자가변화 연구에서 재발한 흡연자의 85%는 계획 혹은 준비단계로 재순환

하고 약 15%만이 계획전 단계로 돌아갔으며 재발자들은 단계를 재순환 할

때마다 실수를 통해 잠재적 교훈을 얻으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된다고 하였다(Prochaska & DiClemente, 1992).

이러한 변화단계가 금연치료에 주는 의의는 성공적인 금연중재를 위해

서는 기존의 행동지향적 치료와 자조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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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단계를 먼저 사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금연

치료프로그램은 금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수 사람들을 위해 계획되어

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나 행동단계에 있는 개인에게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계획전이나 계획단계에 있는 개인에게는 비효과적이고 해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Prochaska, 1990; Prochaska 등,1992).

Prochaska 등(1992)에 의하면 여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자의 10∼15%가 행동을 위해 준비되어있고 약 30∼40%가 계획단계

에 있고 50∼60%가 계획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흡연자

들은 행동단계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와 직

장에서 단지 행동지향적 프로그램으로 접근한다면 대다수의 집단에게 성

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Ockene , Ockene & Kristeller (1988)는 심장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동,

유지 중심의 금연프로그램은 행동단계와 준비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매

우 성공적이었으나 계획전, 계획단계에 있는 흡연자에게는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Prochaska (1991)는 중재이후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에 있는

흡연자들 사이에 금연율이 각각 20%, 38%, 67%로 다르기 때문에 중재의

효과는 각 동기단계에 맞는 특정 중재를 개발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DiClemente 등(1991)은 금연중재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단계의

효과 연구에서 중재의 강도, 기간, 종류는 대상자의 변화단계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는 성공적인 금연중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변화단계에 맞춘 치료프로그램 적용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범 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금연관련 연구로는 오현수와 김영란

(1996a, 1996b, 199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행위의 자조적 변화기전

에 대한 요인분석, 금연의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기전, 금연과정의 모델개발

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권에서도 이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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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였고, 최정숙(1999)의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한 연구와 김수진(1999)의 범 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

이 고등학생의 흡연행위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다.

2 . 금 연행위 변화 단계와 관련된 요인

1 ) 자기효능감 (s e lf - e f fic acy )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특수한 목표

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중요한 매체이다(Bandura,1977).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자기효능감은 금연행위의 시작 및 지속과 긍정

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Mclntyre, Lichtenstein &

Mermelstein (1988)은 금연자들에게 자기효능감과 재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금연 시작후 3개월까지 금연유지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를 자기효능감이

라고 보고하였고, Gulliver , Hughes , Solomon & Dey (1995)의 연구에서도

630명의 흡연자를 6개월 추적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재흡연에 있어 계속적

인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257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Stuart ,

Borland & McMurray (1994)의 보고에서도 6개월까지 대상자들의 금연유지

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교육 후 나타난 자기효능감 정도라고 하였으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흡연시도와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고 실질적으로 금연성

공과 긍정적인 관계라고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범 이론적 모델(T ranstheoretical Model)의 중요개념으로

금연행위 변화단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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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lemente, Prochaska, Gibertini(1985)는 이 모델에 근거하여 금연을 위

한 자조적 접근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계획전 단계에서 유지단계로 갈수

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금연자들과 금연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있어 자기효능감이 흡연행위를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은 흡연행위의 자가변화 단계를 탐색하는데 매우 유용

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DiClemente 등(1991)이 금연중재프로그램에 자원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행위변화과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흡연으로부터

절제하려는 자기효능감은 계획전, 계획단계 대상자들보다 준비단계 대상자

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De Vries와 Backbier (1994)는 흡연하는

임신부의 금연결정인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계획전, 계획단계에 있는 대상

자들보다 금연수행자들과 금연유지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금연

수행자들보다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

나 자기효능감이 금연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의 유지를 예측하는 중요

한 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은 계획전 단계나 계획단계보다 행동이나 유지단

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변화단계와 일관되게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 ) 의사결정균형 (D e c i s ion al b alan c e )

의사결정균형의 개념은 Janis와 Mann (1977)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의

이념적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행위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다. Janis와 Mann (1977)의 의사결정모델에는 8개의 중요균형개념이 포함

되는데, 자기를 위한 도구적 이익(instrumental benefit s for self), 타인을

위한 도구적 이익(instrumental benefit s for others ), 자기를 위한 도구적

비용(instrumental cost s for self), 타인을 위한 도구적 비용((instru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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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s for others ), 자기로부터의 찬성(approval from self), 타인으로부터의

찬성(approval from other s ), 자기로부터의 불만족(disapproval from self),

타인으로부터의 불만족(disapproval from others )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에

서 간단하게 2개의 요인으로 발현되는데 의사결정의 수준에 대한 변수들의

집합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데 대한 긍정적 요인인 이익(Pros )과 부정적 요

인인 손실(Cons )이다.

의사결정균형개념은 Velicer 등(1985)에 의해 금연행위 변화 연구에 처

음 적용되었는데 계획전 단계에서 흡연에 대한 이익(Pros)이 흡연에 대한

손실(Cons)보다 더 높고 계획단계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루고 행

동이나 유지단계에서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높지만 그 중요성은 다소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균형은 계획전 단계서 계획단계로 계획단계

에서 행동단계로의 이동을 예측하여 다른 변화단계에 있는 흡연자를 구분

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후 범 이론적 모델의 중요개념으로

통합되었다. 즉 의사결정균형(Decisional balance)이란 건강행위 변화에 대

한 지각된 이익(Pros)과 지각된 손실(Cons )에 대한 평가로 이것이 행위변

화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Velicer 등, 1985).

DiClemente 등(1991)은 변화단계와 의사결정균형과의 관계에 대한 횡단

적 분석에서 흡연의 이익은 계획전 단계에서 가장 높고 흡연의 손실은 준

비단계에서 가장 높아 의사결정균형은 변화단계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종단

적 연구에서도 흡연의 이익과 손실은 계획단계에서 행동단계로의 이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Prochaska 등(1994)은 흡연을 포함

한 12개의 문제행위에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단계에 따른 변화의 이익과 손

실의 구체적인 패턴을 증명하였는데, 계획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문제행

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손실이 이익보다 더 높았으나 계획단계에서는 이익

과 손실이 균형을 이루며 행동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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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그리고 흡연행위에 있어 금연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흡연에 대한

이익과 손실에 각각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의사결정균형으로 금연의 이익과 손실로 측정한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

을 보였는데,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금연결정인자에 대한 연구(De Vries

& Backbier ,1994)에서 금연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태도가 계획전 단계자들

은 부정적이었으나 계획단계와 행동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의 이익이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를 가장 잘 구분해준다

고 하였다(Dijkstra, De Vries, Bakker , 1996).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의사결정균형은 금연행위변화단계간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요인으로 계획전 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금연의 손실)이 흡연

의 손실(금연의 이익)보다 높고 행동, 유지단계에서는 흡연의 손실이 이익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전 단계에서 계획단계, 계획단계에서 행동단

계로의 이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 스트레스 지각

스트레스란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의미있는 외적 및 내적 자극을 일컫

는 것으로서(Lipow ski, 1985) 개인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 사건 자체

보다도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더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Reiser , 1984). 이러한 스트레스의 증가는 흡연율의 상승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Conway등, 1981 ; Cohen 등, 1983) 흡연재

발의 가장 위험한 요인중의 하나임이 밝혀졌다(Shiffman, 1982; OConnell

& Martin , 1987).

특히 흡연은 스트레스 기간 중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와 고통을 의미있

게 줄여주며(Shachter , 1978),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흡연자

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흡연자가,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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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적거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흡연자보다

금연하거나 일단 금연하였더라도 금연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Ockene 등, 1981). 이러한 사실은 흡연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스트레스가 흡연의 시작과 심한 정도, 금연의 실패, 재흡

연과 같은 흡연의 전과정에 걸쳐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안동성 등, 1994).

그런데 심리적 요인으로서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전통적인 금연

성과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많았지만 금연행위변화단계와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전통적인 금연성과와 스트레스의 관

계를 조사한 연구로 Cohen과 Lichtenstein (1990)은 금연을 시도하기전과

금연을 시작한지 1, 3, 6개월 후 각각 스트레스 지각정도를 조사하였는데

24시간 이상의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스트레스 정도가 지속

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지속적으로 금연을 유지한 사람들은 금연기간이 증

가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재발자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또한 Carey 등(1993)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금연과 관련

된 금연성과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사한 전향적 연구에서 1, 6, 12개월에

각 금연상태변화를 변화단계모델로 사정하였으며 12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

한 금연자들은 흡연자와 재발자에 비해 스트레스지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는 비록 금연성과를 흡연자, 금연자, 재발자로 분류하여

조사한 것이지만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관련지어 계획전, 계획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에 비해 행동, 유지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이 스트레스지각정도가

더 낮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지각과 금연행위변화단

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금연행위변화단

계에 따른 스트레스지각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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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니코틴 의존도

흡연을 강화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여 다양한 흡연행태를 나타내도록 하

는 요인은 주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nowitz, 1992). 니코틴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킴으로서 각성작용을 나타

내고 긴장(스트레스)상황에서는 긴장완화 효과를 나타내어 흡연을 강화시

킨다. 따라서 흡연자가 금연시 과민, 집중장애, 기면, 작업수행능력감소, 불

안, 공복감, 체중증가, 수면장애, 니코틴 갈망 등의 금단증상을 느끼게 되어

금연유지를 어렵게 한다(김대희, 1998).

여러 연구들에서 니코틴 의존성과 금단증상은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때 중요한 실패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최신환 등, 1993; 이창희 등, 1992;

최지호 등, 1995; 오순연 등, 1993) 금연중재에서 금단증상관리가 금연성공

률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최정숙, 1999).

DiClemente 등(1991)은 변화단계모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

서 Fargerstrom T olerance Questionnaire로 측정한 니코틴 의존도가 금연

행위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준비단계 대상자들

은 계획전과 계획단계 대상자들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마찬가지로 Clements - T hompson 등(1998)이 basic military training

(BMT )에 참가하여 금연을 강요당한 공군병사들을 대상으로 변화단계와

건강관련행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니코틴의존도가 변화단계를 가

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획단계나 준비단계에 있는 흡연자들

에 비해 계획전 단계에 있는 흡연자들에게서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니코틴의존도는 현재 흡연자의 변화단계를 예측하며 금연행

위변화단계와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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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강행위

건강행위들 사이에 상관성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근본적

인 동기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개인들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더 잘 수용하고 다

른 건강영역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더 잘 변화시킬 것이다(Unger , 1996).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흡연과 다른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

다. Schoenborn과 Benson (1988)고 1985 National Health Interview Study

data를 이용해서 단면적이고 거국적인 표본조사로 흡연과 다른 건강행위

(예, 음주, 아침식사, 과체중, 수면시간, 신체적 활동)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더 적게 자고, 아침을 거르고, 운동을

덜하고, 술을 심하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조동선 등(1994)이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비건강행위로 과

체중여부, 아침식사여부, 수면시간, 운동정도, 음주양상과 흡연자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아침식사를 안하고, 운동을 덜하

며, 술을 심하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선미 등(1996)

의 흡연과 건강생활습관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흡연자는 비흡연자

에 비해 커피, 콜라 등을 포함한 기호식품, 약물복용이 많고, 음주를 많이

하며 운동이 부족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성격

이 조급하고 불안과 우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Unger (1996)는 개인이 금연과 같은 하나의 건강행위의 변화단계사이를

이동할 때 다른 건강행위에서도 또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금연행

위변단계와 다른 건강행위수행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금연행위변화단

계간에 차이를 보인 것은 음주와 운동이었다. 즉 계획전 단계자들은 계획,

준비, 행동, 유지단계자들 보다 음주량이 많고, 앉은 자리에서 5잔 이상의

술을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에 있어서도 계획전 단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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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동, 유지단계자들 보다 운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연행위는 다른 건강행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금연과 관계가 있고 특히 금연행위변

화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음주와 운동이었다.

6 ) 일반적 특성

여러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와 흡연

습관 중 일일흡연량, 흡연기간, 금연시도횟수 등이 금연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원영일 등, 1992 ; 김미경, 1995 ; 최정숙, 1999; Norman 등,

1991; Hymowitz 등, 1991).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관련하여서는 DiClemente 등(1991)의 연구에서 일

일흡연량이 변화단계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준비단계 대상자들이 계획전단

계와 계획단계 대상자들에 비해 하루 흡연하는 담배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Fava, Velicer , and Prochaska (1995)의 연구에서도 일일 흡연량과

과거 일년간 금연시도횟수에서 변화단계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계획전 단계

자들이 계획, 준비단계자들보다 일일흡연량이 더 많았고 준비단계자들이

계획전, 계획단계자들에 비해 과거 일년간 금연시도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현수와 김영란(1996b)의 연구에서도 흡연패턴과 관련된

요인들 중 변화단계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흡연기간이었으며

일일흡연량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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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 방법

1 . 연 구설계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연행위변화단계를 조사하고, 금연행

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2 . 연 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3개 사단에 소속된

하사에서 대령까지 남자 군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출 하였으며, 분석대상자

는 처음부터 흡연경험이 없는 비흡연자를 제외한 486명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심신장애로 진단받지 아니한 자

2)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3 . 연 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에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11문항, 금연행위변화단계 3문항,

자기효능감 20문항, 의사결정균형 14문항, 스트레스지각 8문항, 니코틴 의

존도 8문항, 건강행위에 대한 2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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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선행연구에서 금연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

태, 동거형태, 계급, 병과와 흡연습관으로 일일흡연량, 흡연기간 그리고

금연행태에 대해 금연방법, 금연시도이유, 금연실패이유를 조사하였다.

2 ) 금연행위 변화단계

DiClemente등(1991)이 개발한 분류기준에 따라 구성된 3문항의 도구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과거 1년 동안

적어도 24시간동안 금연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현재 담배를 피우

고 있다면 금연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의 3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해 대상자가 현재 속한 변화단계를 선택하도록 한 도구이다. 계획전 단

계(Precontemplation)는 현재 금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6개월 이내

에도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단계이다. 계획단계(Contemplation )

는 현재 금연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연을 하고자 계

획하는 단계이며, 준비단계(Preparation )는 향후 1개월 이내에 금연을 할

의도가 있으며 과거 1년간 금연노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행동단계

(Action )는 현재 금연을 하고 있지만 금연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

은 단계이며 유지단계(Maintenance)는 현재 금연을 하고 있고 금연을 시작

한지 6개월이 지난 단계를 의미한다(DiClemente 등, 1991).

3 ) 자기효능감

DiClemente 등(1985)이 개발한 20문항의 Smoking Abstinence Self

Efficacy (SASE ) 도구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흡연유혹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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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흡연자의 자신감을 사정하는 것으로 전혀

자신이 없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자신이 있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

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개발시 Cronbach’s

alpha는 0.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5였다.

4 ) 의사결정균형

Velicer 등(1985)이 개발한 Smoking Decisional Balance scale(SDB)을

김수진(1999)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흡연의 이익에 관한 7문항,

손실에 관한 7문항, 총 14개 문항의 2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의

도구이다. 각 문항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에 대한 반응을 5점 척

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중요하다를 5점으로 하여

각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인지가 높

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개발시 Cronbach’s alpha 값이 흡연에 대한 이

익 측정도구가 0.87, 손실 측정도구가 0.90이었는데 김수진(1999)의 연구에

서는 각각 0.71과 0.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0.77과 0.73이었다.

5 ) 스트레스지각

스트레스지각의 평가는 고경봉(1988)이 번안한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GARS: Linn, 1985)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 또는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관계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과 상해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비

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전반

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8문항으로 각 항목마다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에 따라 0점에서 9점까지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Linn (1985)의 조사에서

test - retest 신뢰도가 0.69∼0.92로 비교적 높고 측정도구와 각 문항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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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0.82였다.

6 ) 니코틴의존도

니코틴의존도는 Fagerstrom T olerance Questionnaire(Fager strom ,1978)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8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점수를 모두 합하면

0∼11점 범위에 있고 7점 이상은 니코틴 의존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니코

틴 의존도는 이미 행동, 유지단계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측정하지 않았다.

7 ) 건강행위

건강행위로 흡연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운동과 음주를 선정하였다.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

상의 운동횟수와 일주일 동안 음주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 자 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10월 9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먼저 본 연구대상 부대의 관계자에게 전화 및 서면으로 승인을 받

은 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5 . 자 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Program version 1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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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

다.

2)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3)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test와 one–w ay analy sis of variance(ANOVA )를 시행

하였다.

4) 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의사결정 균형, 스트

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 건강행위와의 상관성은 one–way ANOVA

와 T ukey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Discriminant analy sis와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6 . 연 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금연행위변화단계로 계획전, 계획, 준비, 행동, 유지단계의

다섯 단계에서 행동단계의 대상자수가 적어 유지단계를 행동단계에

포함하여 네 단계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행동단계와 유지단계간에 관

련요인의 차이가 파악되지 못하였다.

2) 서울, 경기 일부지역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군 간부

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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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 결과

1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 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0세에서 53세로 평균연령은 30.9세(표준편차=7.8)

였으며, 그 분포를 보면 20- 29세가 272명(56.7%)으로 가장 많았다. 계급별

로는 위관장교가 212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하사관이 191명(39.9%),

영관장교가 76명(15.9%)을 차지하였다. 소속병과는 전투병과가 329명

(6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대재가 323명(66.9%)으로 가

장 많았고, 대학원이상도 44명(9.1%)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50명(51.7%), 미혼이 234명(4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형태

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285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군 동료와

동거하는 경우도 285명(2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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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486

* 무응답자 제외

특성 구분 실수(%)
연령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세이상

계

272(56.7)
133(27.7)
68(14.2)

7( 1.5)
480*

계급 하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계

191(39.9)
212(44.2)
76(15.9)

479*

병과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계

329(68.1)
71(14.7)
63(13.0)
20( 4.1)

483*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 대재

대학원이상

계

116(24.0)
323(66.9)
44( 9.1)

483*

결혼상태 기혼

미혼

계

250(51.7)
234(48.3)
484*

동거형태 가족과 동거

군 동료와 동거

혼자 거주

기타

계

285(58.8)
132(27.2)
63(13.0)

5( 1.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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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흡연습관

본 연구에서 흡연습관은 현재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

2>와 같다.

현재 흡연자의 일일흡연량은 11- 20개비가 247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10개비 이하가 101명(23.6%), 21- 40개비가 77명(18.0%), 41개비 이상이 3명

(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일일흡연량은 17.7개비였다. 흡연기간은

5- 10년이 187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 20년이 103명(24.2%), 5년

미만이 102명(23.9%), 20년 이상인 경우가 34명(8.0%)이였으며 대상자의

평균 흡연기간은 9.4년이었다.

과거 1년간 24시간이상 동안의 금연시도횟수는 1- 5회인 경우가 251명

(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없음이 106명(25.9%), 6회- 10회인 경우가

40명(9.8%), 11회이상이 12명(2.9%)이었으며 현재흡연자의 평균 금연시도

횟수는 2.9회였다.

전체 대상자들의 금연행태를 보면 대상자들이 사용한 금연방법은 스스

로의 의지력이 367명(8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니코틴패취, 니코틴껌 등

이 29명(6.4%), 금연침이 15명(3.3%), 금연클리닉(금연교실)을 이용한 경우

는 5명(1.1%)인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 대부분이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금

연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연을 시도한 이유는 미래의

질병예방이 146명(32.3%),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133명(29.4%), 가족의 권

유가 81명(17.9%)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실패한 이유로는 스트레스가 158

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의 습관성이 98명(23.6%), 의지력이 약

해서가 88명(21.2%), 대인관계유지가 16명(3.9%), 금단증상이 15명(3.6%)으

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흡연의 습관성을 금연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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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상자의 흡연습관

N =428

* 무응답자 제외

특성 구분 실수 (% ) 평균 표준편차

일일흡연량
10개피이하

11- 20개피

21- 40개피

41- 80개피

계

101(23.6)

247(57.7)

77(18.0)

3( 0.7)

428

17.70 8.30

흡연기간(년) 5년 미만

5 - 10년

10 - 20년

20년이상

계

102(23.9)

187(43.9)

103(24.2)

34( 8.0)

426*

9.43 6.44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전혀없음

1 - 5회

6- 10회

11회이상

계

106(25.9)

251(61.4)

40( 9.8)

12( 2.9)

414*

2.97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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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 상자의 금연 행위변 화단계

본 연구대상자의 금연행위를 변화단계로 조사한 결과는 <표3>과 같다.

계획전 단계(Precontemplation )는 현재 금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6

개월 이내에도 금연할 의도가 없는 단계로 233명(47.9%)의 대상자가 이

단계에 포함되었고, 계획단계(Contemplation )는 현재 금연을 하고 있지 않

으나 앞으로 6개월이내에 금연할 의도가 있는 단계로 140명(28.8%)이었으

며, 과거1년간 금연노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금

연할 의도가 있는 준비단계(Preparation )에 속하는 대상자는 55명(11.3%)이

었다. 또한 현재 금연을 하고 있지만 금연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

은 행동단계(Action)에 속하는 대상자는 14명(2.9%), 현재 금연을 하고 있

고 금연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유지단계(Maintenance)에 속하는 대상자

는 44명(9.1%)로 나타나 금연을 실행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행

동단계가 매우 소수였다.

<표3> 대상자의 금연행위 변화단계

N =486

변화단계 실수 (%)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233 (47.9)

140 (28.8)

55 (11.3)

14 ( 2.9)

44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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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 연행위 변화단 계별 관련요 인분석

1) 자기 효능 감 , 의 사결 정균 형 , 스트 레스 지각 , 니 코틴 의존 도 ,

건강 행위 의 특 성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전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

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스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 건

강행위로 운동횟수와 음주횟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4>와 같다.

흡연절제에 대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은 100점 총점으로 전체대상자의

점수범위는 20에서 100점이며 평균점수는 57.18이었다. 의사결정균형요인

중 흡연의 이익은 총점 35점으로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7에서 33점이고 평

균은 19.44점이었으며, 흡연의 손실은 총점이 35점이고 점수범위는 7에서

35점이며 평균은 22.67로 전반적으로 흡연의 이익보다 흡연의 손실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지각은 72점 총점으로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0에서 63점이고 평

균 총점수는 27.75로 나타났으며, 8개 각 문항 중에 일 또는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지각의 평균점수가 4.65로 가장 높아 일 또는 직업으로 인한 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의존도는 현재 흡연자에게만 조사되었으며 11점 총점으로 대상자

의 점수 범위는 0에서 11점으로 평균점수는 4.65였다. 현재 흡연자 424명중

니코틴의존도가 강함을 의미하는 7점 이상은 82명(19.3%)이었으며, 5- 6점

은 129명(30.4%), 4점이하는 213명(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들의 일주일간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횟수는 그 범위가 0회

에서 10회였으며 평균운동횟수는 2.89회였다. 운동횟수 분포를 보면 0회인

경우는 62명(12.8%)이었고, 0.5회- 2회미만은 84명(17.3%), 2- 4회 미만이

185명(38.1%), 4회 이상이 154명(31.8%)이었으며 주 2회이상인 경우가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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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9.9%)으로 군 간부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대상자들의 일주일간 음주횟수는 그 범위가 0회에서 7회였으며

평균 음주횟수는 1.83회였고, 분포를 보면 0회인 경우가 14.8%, 2회미만이

174명(35.9%), 2- 4회가 182명(37.5%), 4회이상이 57명(11.8%)이었으며, 주

2회이상이 239명(48.9%)으로 술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자기효능감,의사결정균형,스트레스지각,니코틴의존도,건강행위의 특성

N =486

* N =현재 흡연자 428명

관련요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자기효 능감 57.18 17.50 20- 100

의사결 정균형 :
흡연의이익

흡연의손실

이익–손실

19.44
22.67
- 3.23

4.96
4.80
7.24

7- 33
7- 35

스트레 스지각 (계 )

일 또는 직업

대인관계

관계의 변화

질병과 상해

경제적 문제

비일상적인 사건

일상생활의 변화

전반적인 느낌

27.75

4.65
3.37
3.26
3.34
3.52
2.62
3.06
3.93

11.58

2.10
2.05
2.50
2.33
2.13
2.01
2.15
2.12

0- 63

0- 9
0- 9
0- 9
0- 9
0- 9
0- 9
0- 9
0- 9

니코틴 의존도 * 4.65 2.14 0- 11

운동횟 수 (/ 일주 일 ) 2.89 2.15 0- 10

음주횟 수 (/ 일주 일 ) 1.83 1.47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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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연 행위 변화 단계 별 관 련요 인의 상관 성

(1 ) 금연행위변화 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 성의 차이

금연행위변화단계는 계획전, 계획, 준비, 행동, 유지단계의 5단계에서 행

동단계가 14명으로 너무 적어 유지단계를 행동단계에 포함하여 4단계로 하

여, 각 변화단계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습관의 차이를 χ²–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 계

급, 병과, 교육수준, 결혼상태, 동거상태와의 차이 유의성을 분석하였다<표

5> . 연령 분포를 보면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p=0.000),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에서는 20- 29세가 각각 61.6%, 62.5%,

56.4%로 큰 비율을 나타냈으며,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는 40- 49세가 36.8%

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30- 39세가 35%를 나타내어 연령이

많을수록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에 비해 행동 및 유지단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있어서도 금연행위변화단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p=0.000) 계획전 단계에서는 하사관이 46.6%, 계획단계에서는 위관

장교가 46.3%로 가장 많았고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는 위관장교가 38.6%,

영관장교가 33.3%로 나타나 계급이 높을수록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행

동 및 유지단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대졸/ 대재 이상인 경우가 78.9%

로 고졸이하 21.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동 및 유지단계가 많아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p=0.004)를

보였다. 결혼상태에서도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00)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

아졌으며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기혼자 비율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혼인 대상자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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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79.3%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5>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특성 항목

변화단계

합계 χ² P계획전
실수 (% )

계획
실수 (% )

준비
실수 (% )

행동및유지
실수 (% )

연령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세이상

계

143 (61.6)
66 (28.4)
21( 9 .1)

2( 0 .9)
232(48.3)

85(62.5)
34(25.0)
15(11.0)

2( 1.5)
136 (28.3)

31(56.4)
13 (23.6)
11(20.0)
0 ( 0 .0)

55 (11.5)

13 (22.8)
20 (35.1)
21(36.8)

3 ( 5 .3)
57 (11.9)

272( 56.7)
133( 27.7)
68 ( 14.2)

7 ( 1.5)
480 (100.0)

49.481 0.000*

계급
하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계

108 (46.6)
107 (46.1)

17 ( 7 .3)
232(48.4)

46(33.8)
63(46.3)
27(19.9)

136 (28.4)

21(38.9)
20 (37.0)
13 (24.1)
54 (11.3)

16 (28.1)
22(38.6)
19 (33.3)
57 (11.9)

191( 39.9)
212( 44.3)

76 ( 15.9)
479 (100.0)

32.486 0.000*

병과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계

168 (72.4)
32(13.8)
22(9 .5)
10 (4 .3)

232(48.0)

92(66.7)
20(14.5)
21(15.2)

5 (3.6)
138 (28.6)

33 (60.0)
9 (16.4)

10 (18.2)
3 (5 .4)

55 (11.4)

36 (62.1)
10 (17.2)
10 (17.2)

2(3 .4)
58 (12.0)

329( 68.1)
71( 14.7)
63 ( 13.0)
20( 4.1)

483 (100.0)

7 .061 0.631

교육

수준

고종이하

대졸/ 대재

대학원이상

계

69 (29.9)
143 (61.9)

19 (8 .2)
231(47.8)

28(20.0)
104 (74.3)

8( 5 .7)
140 (29.0)

7 (12.7)
42(76.4)

6 (10.9)
55 (11.4)

12(21.1)
34 (59.6)
11(19.3)
57 (11.8)

116 ( 24.0)
323 ( 66.9)

44 ( 9 .1)
483 (100.0)

19.213 0.004*

결혼

상태

기혼

미혼

계

106 (45.7)
126 (54.3)
232(47.9)

71(50.7)
69(49.3)

140 (28.9)

28 (51.9)
26 (48.1)
54 (11.2)

45 (77.6)
13 (22.4)
58 (12.0)

250 ( 51.7)
234 ( 48.3)
484 (100.0)

18.974 0.000*

동거

형태

가족

군 동료

혼자

기타

계

129 (55.4)
70 (30.0)
32(13.7)

2( 0 .9)
233 (48.0)

78(56.1)
41(29.5)
18(12.9)

2(1.4)
139 (28.7)

32(58.2)
13 (23.6)
10 (18.2)
0 ( 0 .0)

55 (11.3)

46 (79.3)
8(13.8)
3 ( 5 .2)
1( 1.7)

58 (12.0)

285 ( 58.8)
132( 27.2)
63 ( 13.0)

5 ( 1.0)
485 (100.0)

14.941 0.093

*p< .05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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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흡연습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일흡연량

(F =19.507, P =0.000)과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F =43.632,P =0.000)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표7> , 이들 변수들에 의한 차이가 변화단계간에 어떤

양상을 띄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T u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일일흡연

량의 경우 계획전단계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19.67개비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웠고 다음으로는 계획단계 사람들이 16.37개비 많이 피웠으며 준비단계

의 사람들이 12.80개비로 가장 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년간 금연시도횟수는 계획전 단계의 대상자들이 1.81회로 가장 적었고 계

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의 대상자들이 3.32회로 더 많았으며 준비단계

의 사람들이 6.84회로 가장 많았다. 흡연기간은 금연행위변화단계별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계획전 단계가 9.93년, 계획단계가 9.17년, 준비단계가

7.94년으로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흡연기간이 짧았다<표6> .

이와 같이 현재흡연자의 흡연습관은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

록 일일흡연량은 더 적고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는 더 많으며 흡연기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금연행위변화단계별 흡연습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428

변화단계
일일흡연량 흡연기간(년)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N (명) 평균
(표준편차) N (명) 평균

(표준편차) N (명) 평균
(표준편차)

계획전단계 233 19.67
(8.77)

233 9.93
(6.25)

223 1.81
(2.45)

계획단계 140 16.37
(7.16)

139 9.17
(6.54)

131 3.32
(2.89)

준비단계 55 12.80
(6.08)

54 7.94
(6.82)

55 6.84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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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흡연습관의 차이

P C=계획전 단계, C=계획단계, PA =준비단계

T uk ey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를 사용함.

* P < .05에서 유의

(2 )금연 행위 변화 단계 에 따 른 관 련요 인의 차이

① 금 연행위변화단 계별 자기효능감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의 금연행위변화단계

에 따른 흡연절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표8>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계획전 단계가 48.95, 계획단계가 55.65, 준비단계가 64.85, 행동단

계가 86.66으로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142.252, P =0.000) T 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

과 자기효능감 점수는 모든 변화단계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행동 및 유지

변수
자유

도

제곱의

합

제곱의

평균
F값 P값

T ukey
사후검증

일일흡연량
집단간

집단내

합계

2
425
427

2476.719
26979.816
29456.534

1238.359
63.482

19.507 0.000*
PA < C< P C

흡연기간 집단간

집단내

합계

2
423
425

26805.382
2510708
2537514

13402.691
5935.480

2.258 0.106
—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집단간

집단내

합계

2
406
408

1138.656
5297.712
6436.368

569.328
13.049

43.632 0.000*
P C< C<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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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에 있는 대상자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준비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간의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9> .

<표8> 금연행위변화단계별 자기효능감 정도

N =486

변화단계 N (명) 평균 표준편차

계획전단계 233 48.95 12.56

계획단계 140 55.65 11.95

준비단계 55 64.85 14.53

행동 및 유지단계 58 86.66 13.83

<표9>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P C=계획전단계, C=계획단계, P A =준비단계, A =행동 및 유지단계

T ukey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를 사용함.

* P < .05에서 유의

② 금 연행위변화단 계별 의사결정균 형

본 연구에서의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의 각 변화단계별 평균

자유도
제곱의

합

제곱의

평균
F값 P값

T ukey
사후검증

집단간

집단내

합계

3
482
485

69727.795
78754.270

148482.1

23242.598
163.391

142.252 0.000* PC< C<P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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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흡연의 이익에 대한 평균점수는 계획전 단계가 22.22, 계획단계에서

17.99, 준비단계에서 16.62,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는 14.48로 나타나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흡연의 이익이 감소하였으며, 흡연의

손실의 경우는 계획전 단계가 20.73, 계획단계가 24.71, 준비단계가 23.40,

행동 및 유지단계가 24.84로 계획전 단계에서 흡연의 손실이 가장 낮고 계

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흡연의 손실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가 흡연의 손실이 더

낮았다. 또한 의사결정균형이 계획전 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이 손실보다

높았으나 계획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흡연의 손

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흡연의 이익과 손실의 차이가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0> <그림1> .

<표10> 금연행위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정도

변화단계 N (명)
흡연의이익 흡연의손실 의사결정

균형
(이익- 손실)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계획전단계 233 22.22(3.62) 20.73(3.78) 1.49(5.05)

계획단계 140 17.99(4.18) 24.71(4.04) - 6.72(5.58)

준비단계 55 16.62(4.49) 23.40(4.72) - 6.78(6.04)

행동 및 유지단계 58 14.48(4.98) 24.84(6.78) - 10.3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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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금연행위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의 유형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의 차이를 ANOVA로 분석한 결

과 흡연의 이익(F =79.795, P =0.000)과 흡연의 손실(F =30.206, P =0.000)은 변

화단계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그 차이를 T ukey test로 사후검

증한 결과 흡연의 이익은 계획전 단계에서 가장 높고 계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서 낮고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흡연의 손실의 경우는 계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 준비, 행동 및 유

지단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1> .

또한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에 대한 차이도 변화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 =108.804, P =0.000) 계획전 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이 흡연의 손실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가장 작고,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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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는 흡연의 이익보다 손실이 높아졌으며 그 차이가 계획, 준비단계

에 비해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1> .

<표11>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의 차이

P C=계획전단계, C=계획단계, PA =준비단계, A =행동 및 유지단계

T ukey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를 사용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

， 사용함.

* P < .05에서 유의

③ 금 연행위변화단 계별 스트레스지 각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의 금연행위변화단

계별 스트레스지각에 대한 평균은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전 단

계에서 28.88, 계획단계가 28.21, 준비단계가 25.93, 행동 및 유지단계가

23.81로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스트레

스지각 평균점수가 감소하였다. 상기 4개의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스트

레스지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 =3.562, P =0.014) 그 차이를 T ukey

test로 사후검증한 결과 계획전 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 사이에 유의한

변수
자유
도

제곱의
합

제곱의
평균

F값 P값
T ukey

사후검증

흡연의 이익 집단간

집단내

합계

3
482
485

3964.169
7963.831

11928.000

1321.390
16.522

79.795 0.000* A < PA ,C< P C

흡연의 손실 집단간

집단내

합계

3
482
485

1765.985
9393.341

11159.325

588.662
19.488

30.206 0.000* P C< PA ,C,A

이익–손실 집단간

집단내

합계

3
482
485

10556.40
15576.70
26133.10

3518.799
32.317

108.804 0.000* P C< C,PA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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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에 비해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스트레

스지각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금연행위변화단계별 스트레스지각정도

N =486

<표13>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스트레스지각의 차이

P C=계획전 단계, C=계획단계, P A =준비단계, A =행동 및 유지단계

T ukey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를 사용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

， 사용함.

* P < .05에서 유의

④ 금 연행위변화단 계별 니코틴의존 도

본 연구에서 금연행위변화단계별 니코틴의존도는 현재 흡연자로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에서만 조사되었으며 세 단계별 니코틴의존도의

변화단계 N (명) 평균 표준편차

계획전단계 233 28.88 12.31

계획단계 140 28.21 10.85

준비단계 55 25.93 11.76

행동 및 유지단계 58 23.81 23.81

자유도
제곱의

합

제곱의

평균
F값 P값

T ukey
사후검증

집단간

집단내

합계

3
482
485

1409.619
63578.251
64987.870

469.873
131.905

3.562 0.014*
A<PC,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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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표14>와 같다. 계획전 단계는 니코틴 의존도 평균이 5.27, 계획단

계에서는 4.10, 준비단계에서는 3.43으로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

록 니코틴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금연행위변화단계별 니코틴의존도 N =424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따른 니코틴의존도의 차이를 ANOVA

로 분석한 결과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F =25.335, P =0.000)

그 차이를 T ukey test로 사후검증한 결과 계획전 단계가 계획단계와 준비

단계에 비해 니코틴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니코틴의존도의 차이

P C=계획전 단계,=계획단계, PA =준비단계

T uk ey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를 사용하고, 차이가 없는 경

우 ， 사용함.

* P < .05에서 유의

변화단계 N (명) 평균 표준편차

계획전단계 231 5.27 2.08

계획단계 140 4.10 1.92

준비단계 53 3.43 2.12

자유도
제곱의

합

제곱의

평균
F값 P값

T ukey

사후검증

집단간

집단내

합계

2
421
423

209.057
1736.978
1946.035

104.529
4.126

25.335 0.000* C,PA<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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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 연행위변화단 계별 건강행위

금연행위변화단계로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

계에 따른 운동횟수와 음주횟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16>과 같다.

운동횟수는 계획전 단계가 2.74, 계획단계가 2.79, 준비단계가 3.34, 행동

단계가 3.28로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운동

횟수가 증가함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횟수의 경우도 계획전 단계가 1.95, 계획단계가 1.86, 준비단계가

1.49, 행동단계가 1.61로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

에서 음주횟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단계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16> 금연행위변화단계별 건강행위정도

변화단계
운동횟수(/ 주) 음주횟수(/주)

N (명) 평균(표준편차) N (명) 평균(표준편차)

계획전단계 233 2.74(2.04) 232 1.95(1.42)

계획단계 139 2.79(2.26) 140 1.86(1.53)

준비단계 55 3.34(2.13) 55 1.49(1.43)

행동 및 유지단계 58 3.28(2.25) 58 1.61(1.50)

- 38 -



4 . 금 연행위 변화단 계별 관련요 인의 영 향력 분석

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변

수분석에서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연령, 계급, 결혼상태, 교육수준,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흡

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스트레스지각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는

계획전 단계(233명), 계획단계(140명), 준비단계(55명), 행동 및 유지단계(58

명)로 하여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 sis )을 시행하였다. 그런

데 일일흡연량,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니코틴의존도는 행동 및 유지단계

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판별함수가 추출되었는데 첫 번째 판별함수는 82.1%(정

준상관계수=.727)의 설명력이 있었고 두 번째 판별함수는 17.4%의 설명력

이 있어(정준상관계수=.438) 두 개의 판별함수가 금연행위변화단계의 그룹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하였으며<표17> 특히 첫 번째 판별함수에 높은 부

하치를 갖는 것으로는 자기효능감(.852)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판별함수에

높은 부하치를 갖는 것으로는 흡연의 손실(.529), 흡연의 이익(- .392), 연령

(.245)순이었다.

<표17>관련요인들에 의한 정준판별함수

함수 고유값 분산의 % 정준상관
Wilks′
Lambda

χ² P값

1 1.121 82.1 .727 .378 454.881 .000

2 .238 17.4 .438 .802 103.046 .000

3 .007 .5 .083 .993 3.233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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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 흡연의 이익, 흡연의

손실, 연령의 조합으로 계획전 단계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은

83.3%였고, 계획단계의 경우는 55.7%, 준비단계는 22.5%, 행동 및 유지단

계는 77.6%였으며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판별한 확률은 68.1%였다<표18> .

<표18>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의 설명력

금연행위변화단계에서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 계획단계와 준비단계,

준비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의 각 단계간의 차이에 대한 관련요인의 영향

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변수분석에서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계급, 결혼상태, 교육수준, 일일흡연량, 과거1년간 금

연시도횟수,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스

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를 포함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19>와 같다.

먼저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간의 비교에서 단계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흡연의 이익과 흡연

의 손실, 니코틴의존도였다. 계획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과거1년간 금연시

도횟수가 많고(2.208배), 니코틴의존도는 낮을수록(0.386배) 그리고 흡연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낮고(0.349배) 흡연의 손실에 대한 인식은 높을수록

(3.288배) 계획단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단계 설명력(%)

계획전 단계 83.3

계획단계 55.7

준비단계 22.5

행동 및 유지단계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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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와 준비단계간의 비교에서 단계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자기효능감, 흡연의 손실이었다. 계획단

계와 비교했을 때 과거 1년간 금연시도횟수가 많고(4.467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1.927배), 흡연의 손실이 낮을수록(0.577배) 준비단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간의 비교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단계간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준비단계에 비

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5.658배) 행동 및 유지단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19>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P < .05에서 유의

관련요인
계획전 v s 계획단계 계획 v s 준비단계

준비 v s 행동 및

유지단계

비차비 95%CI 비차비 95%CI 비차비 95%CI

연령 1.045 0.597- 1.829 1.743 0.909- 3.341 2.047 0.859- 4.879

계급 1.646 0.894- 3.209 0.531 0.261- 1.083 1.757 0.715- 4.317

결혼상태 1.094 0.495- 2.419 0.847 0.296- 2.423 0.975 0.232- 4.100

교육수준 0.461 0.362- 1.586 2.468 0.889- 6.847 0.563 0.173- 1.828

일일흡연량 0.940 0.580- 1.655 0.892 0.451- 1.764 — —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2.208* 1.294- 3.769 4.467* 2.131- 9.363 — —

자기효능감 1.061 0.766- 1.468 1.927* 1.229- 3.021 5.658* 2.317- 13.821

흡연의 이익 0.349* 0.253- 0.481 0.742 0.480- 1.147 1.218 0.659- 2.248

흡연의 손실 3.288* 2.391- 4.522 0.577* 0.391- 0.852 1.062 0.659- 2.248

스트레스지각 1.066 0.808- 1.406 0.946 0.655- 1.367 0.988 0.630- 1.547

니코틴의존도 0.386* 0.150- 0.995 3.002 0.764- 11.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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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논의

1 . 금 연행위 변화단 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는 계획전 단계에 포함되어 있

는 대상자가 233명(4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계획단계

의 대상자가 140명(28.8%), 준비단계의 대상자가 55명(11.3%)이었다. 그리

고 행동단계에 속하는 대상자는 14명(2.9%), 유지단계에 속하는 대상자는

44명(9.1%)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Prochaska 등(1992)이 여러 인구집단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흡연자의 50- 60%가 계획전 단계에 있고 30- 40%

가 계획단계에 있으며 10- 15%가 행동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흡연자들이 금연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변화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개인의 변화단계를 고려하여 변화단계에 맞는 금

연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체대상자의 대부분(88.0%)이 금연행위변화단계의 초기 단계인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군 간부들의 흡연문

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계적인 금연대책이나 프로그램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이행을 유도하는

간호중재가 계획전, 계획, 준비단계의 각 단계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계

획전 단계의 사람들이 계획단계로 계획단계의 사람들이 준비단계로, 준비

단계의 사람들이 금연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행동, 유지단계로 이행하도록

돕는 중재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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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 연행위 변화단 계별 일반적 특성과 의 상 관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금연행위변화단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변수들은 연령, 계급, 교육수준, 결혼상태, 일일흡연량, 과거1년

간 금연시도횟수였다.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별 연령분포는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금연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행동 및 유지단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금연성공율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원영일 등, 1992 ; Hymowitz 등, 1991; Fiore 등, 1990)와 유사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금연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연령이 증가

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직접 경험하고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정

보가 많아져 금연결정을 쉽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이 20- 30대에서는 70%가 넘고 40대 이후에는 현저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지선하, 1999)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금연중재

시 20- 30대 군 간부를 중점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급에 있어서는 하사관에 비해 위관, 영관장교가 행동 및 유지단계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교에 비해 하사관의 흡연율이 높다는 연구결과

(박현주, 1992 ; 정소진, 권영대, 1996)를 지지하는 것이며,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대졸/ 대재이상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가 78.9%로 매

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연하는 율

이 높았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원영일 등, 1992 ; Hymowitz 등,

1991 ; Unger , 1996). 군 간부의 경우 대체로 장교가 하사관에 비해 교육수

준이 높기 때문에 금연행위에서의 차이가 단순히 이런 계급이나 교육수준

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요인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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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는 계획전 단계에서 계획,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기

혼자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행동 및 유지단계에 속하는 기혼자 비율이

77.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가족

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행동 및 유지단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

전 단계에 비해 행동단계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지지가 많았고(Bolman &

De vries, 1998 ; De vries & Backbier , 1994) 유지단계에서 기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것(Unger , 1996)과 일치하였다. Mermelstein , Cohen,

Lichtenstein (1986)도 배우자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 수록 금

연결정과 금연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바 있다. 따라서 금연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족의 지지를 잘 활용하면 금연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흡연습관 중에는 일일흡연량과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가 금연행위변화

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에 있

는 사람들이 일일흡연량은 더 적고 금연시도는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DiClemente 등(1991)과 Fava 등(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흡연기간

은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에서 더 짧았으나 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DiClemente 등(1991)과 Dijkstra 등(1996)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금연행위변화단계에서 흡연자의 구분은 흡연

습관에 있어 변화하려는 활동에 의해 차이가 나므로 흡연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 금 연행위 변화단 계별 관련요 인과의 상관성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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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스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 건강행위로 운동횟

수와 음주횟수에 대하여 계획전단계, 계획,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 스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

도가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기효능감은 여러 흡연유혹상황에서 흡연 절제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계획전

단계에서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증가하여 모든

금연행위변화단계간의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을

위한 자가변화에서의 변화단계와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DiClemente 등

(1985)과 Dijkstra 등(1996)의 연구에서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행동, 유

지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이 금연을 시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이

행위변화를 중재한다는 주장(DiClemente 등, 1985 ; Mclntyre등, 1983 ;

Stuart 등, 1994)을 지지하는 것이다.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한지선

(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금연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다른 금연행위변화단계에 있

는 대상자들을 명확히 구분해 줌으로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맞춘

간호중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중재방안을 우

선 전략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 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금연행위

변화단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DiClemente 등, 1991; Dijkstra등, 1996

; Prochaska 등, 1994) 금연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Velicer 등,

1985) 본 연구에서도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은 각 변화단

계를 잘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균형의 긍정적인 요소인 흡연의 이익은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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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낮아졌고, 부정적 요소인 흡연의 손실은 계획전 단

계에 비해 계획,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높았으며, 의사결정균형이 계

획전 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이 흡연의 손실보다 높았으나 계획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과 손실의 균형이 바뀌어져 손실이 이익보다 더 높았으며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과 손실의 차이가 계획, 준비단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금연의 이익

과 금연의 손실을 측정한 De Vries & Backbier (1994)와 네덜란드인을 대

상으로 금연의 이익과 금연의 손실을 측정한 Dijkstra 등(1996)의 횡단적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며, 계획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은

흡연의 이익이 손실보다 높고 행동, 유지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보다 손실

이 더 높다고 보고한 종단적 연구결과(Prochaska 등,1994 ; Velicer

등,1985)와도 일치하며 장성옥 등(2000)이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이, 유지단계에서는 흡연의

손실이 평가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도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흡연의 손실이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에서 낮고 행동 및 유

지단계에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흡연과 운

동행위변화에 대한 인지적, 행위적 요인을 조사한 King 등(1996)의 연구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나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에서 흡연의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 종단적 연구결과(DiClemente 등, 1991;

Etter & Perneger , 1999)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런 양상의 차이는 첫째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이 정확하게 반영

되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둘째는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중에 다시 계획단계

나 계획전 단계로 재순환할려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셋째는

계획전 단계에서 계획단계로 변화할 때는 흡연의 손실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지만 준비단계에서는 이미 한달 이내에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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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흡연의 손실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자기효능감, 흡연의

이익등의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

므로 더 큰 표본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에 대한 평가

는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 계획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에 있는 대상자

를 구분하여 금연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계획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흡연의 이익(금연의 손실)에

대한 인식은 낮추고 흡연의 손실(금연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높여 계획단

계로 이행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지속되어 금연을 실

행하고 유지하는 행동, 유지단계로까지의 이행을 촉진하는 중재개발은 계

획전, 계획단계에 치중되어 있는 군 간부들의 변화단계를 통한 이동을 촉

진하여 금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 트레스는 금연시도를 어렵게 하고 금연실패와 재흡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금연실패이유도 스트레스가 38.1%로 가장 많았

다. 그러므로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금연중재를 계획할 때 스트레스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금연행위변화단계별 스트레

스지각정도는 계획전 단계에서 가장 높고 계획,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으며 각 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계획전 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사이였다. 이처럼 계획전, 계

획, 준비단계에 비해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스트레스지각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난 것은 현재 흡연자에 비해 금연자에서 스트레스지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Carey등,1993 ; Cohen & Lichtenstein , 1990 ;

Naquin & Gilbert , 1996)를 지지하는 것이다. 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에 의하면 공식적인 금연프로그램후 1- 3개월에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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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트레스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재흡연율이 높았으며, 흡연재발을 예방하

기 위해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이완요법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Wynd,

1992)에서도 스트레스지각정도가 낮을수록 금연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지각정도가 금연행위변화단계에서 행동 및 유

지단계로의 이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금연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니 코틴의존 (중독 )은 흡연을 강화시켜 금연성공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니코틴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시도를 많이 하고 금연성공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재 흡연자의 니코틴의존도는 계획단계와 준

비단계에 비해 계획전 단계에서 높아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DiClemente 등(1991)과 Clement s - T hompson 등(1991)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니코틴의존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

의 흡연습관에 있어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에서 일일흡연량은

더 적고 흡연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니코틴의존도를 낮추고 흡연습관을 변화시키는 중재전략은

현재 흡연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를 상위단계로 이행하도록 돕고 금연시도

시 금단증상으로 인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 강행위는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표현이므로 개인이 금연과

같은 하나의 건강행위변화단계사이를 이행할 때 다른 건강행위에서도 변화

가 생길 수 있다(Unger , 1999). 그런데 본 연구에서 건강행위로 운동횟수

는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운동횟수가 더 많

은 양상을 보였으나 금연행위변화단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 음주횟수도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다

소 적은 양상을 보였지만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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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건강행위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Clements

- T hompson 등(1998)의 연구에서 신체활동과 음주정도는 금연행위변화단

계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건강행위로 운동과 음주간에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군 특성상 군인이 일반 남성에 비해 운동실

천율이 높고 술을 자주 마신다는 연구결과(이지현, 1995 ; 정소진, 권영대,

1996)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대상자들도 주당 30분이상의 평균운동횟수가

약 3회 정도이고 2회 이상인 경우도 69.9%를 차지하여 대부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당 음주횟수도 2회 이상인 경우가 48.9%로 비교적

술을 자주 마시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 금 연행위 변화단 계별 관련요 인의 영 향력

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판별분석으로 분석해 본 결과

판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었고 다음으로 흡연의

이익, 흡연의 손실, 연령이었으며 구체적으로 각 단계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 비교

에서는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와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니코틴의존도였으며, 계획단계와 준비단계 비교에서는 과거1년간 금

연시도횟수, 흡연의 손실,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단계와 행동 및 유지단계간의 비교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범 이론적 모

델에서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은 중재변수로서 변화단계와 매우 관련

이 깊고(Prochaska 등, 1991, 1994), 금연을 위한 자가변화노력에서 변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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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Prochaska 등, 1985)

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현수와 김영란(1996b)의 연구에서도 변화단계를 판

별하는데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금연중재

시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을 가장 중

요한 전략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

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이 계획단계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에 대한 평가에서 흡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동기부여하고,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흡

연유혹상황에서 흡연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행

동, 유지단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중재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지적 요소 외에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니코틴의존도,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금연중재전략을 세운다면 보다 효과적

으로 금연을 실행하고 유지하게 하여 군 간부들의 금연성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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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결 론 및 제언

1 . 결 론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범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파악하고,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여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중재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3개 사단의 하사에서 대령까지로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은 비흡연자를 제외한 486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0

년 10월 9일부터 11월 6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질문

지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sion 1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범위는 20세에서 53세로 평균연령은 30.9세였

다. 현재 흡연자의 평균 일일흡연량은 17.7개비이고 과거1년간 금연시도

횟수는 2.9회, 평균 흡연기간은 9.4년이었다. 전체 대상자들이 사용한 금

연시도방법은 스스로의 의지력이 81.6%로 가장 많았고, 금연시도이유는

미래의 질병예방이 32.3%, 금연실패이유는 스트레스가 38.1%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는 계획전 단계가 233명(47.9%), 계획단계가

140명(28.8%), 준비단계가 55명(11.3%), 행동단계가 14명(2.9%), 유지단

계가 44명(9.1%)이었으며, 전체대상자의 88.0%가 계획전 단계, 계획단

계, 준비단계에 치중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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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계급, 교육수준, 결혼상

태, 일일흡연량,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가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획전, 계획단계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P =0.000),

계급이 높을수록(P=0.00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 =0.004), 기혼자일수록

(P=0.000) 행동 및 유지단계가 많았으며, 일일흡연량(F =19.507, P =0.000)

은 계획전 단계에서 가장 많았고 계획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가 적고

준비단계에서 가장 적었다.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F =43.632, P =0.000)

는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많았다.

4) 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들 중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는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스

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였다.

자기효능감은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증가하여 모

든 변화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 =142.252, P =0.000),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은 계획전 단계에서 가장 높고 계획전 단

계에 비해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서 낮고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 =79.795, P=0.000) 흡연의 손실의 경우는 계획

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 =30.206, P =0.000).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에 대한

차이도 변화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 =108.804, P =0.000) 계획

전 단계에서는 흡연의 이익이 흡연의 손실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가

장 작고, 계획단계에서부터는 흡연의 이익보다 손실이 높아졌으며 그

차이가 계획, 준비단계에 비해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스트레스지각정도는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

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에 비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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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유지단계에서 스트레스지각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 =3.562, P =0.014). 니코틴의존도는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

록 낮았으며 계획전단계가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 비해 니코틴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3.562, P =0.014).

5) 금연행위변화단계로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 및 유지단계

의 네 단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 관련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흡연의 이익, 흡연의 손실, 연령 순이었으

며, 이들 네 요인들의 조합으로 계획전 단계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

는 확률은 83.3%였고, 계획단계의 경우는 55.7%, 준비단계는 22.5%, 행

동 및 유지단계는 77.6%였다. 각 변화단계간의 차이에 영향력 있는 요

인으로 계획전 단계와 계획단계간의 차이는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2.208배), 니코틴의존도(0.386배), 흡연의 이익(0.349배)과 흡연의 손실

(3.288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단계와 준비단계간의

차이는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4.467배), 자기효능감(1.927배), 흡연의

손실(0.577배)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준비단계와 행동 및 유지

단계간의 차이는 자기효능감(5.658배)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 간부의 금연행위는 범 이론적 모델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

계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금연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 스

트레스지각, 니코틴의존도, 과거1년간 금연시도횟수, 일일흡연량, 연령, 계

급, 교육수준, 결혼상태였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으로 흡연의 이익과 흡연의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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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연중재시 대상자의 금연행위변화단계를 고려한 중재적용과 금연행위

변화단계간의 이행을 돕기 위해 계획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흡연의

손실(금연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계획단계로 이행하도록 동기부여하

고 계획, 준비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금연을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유

지하도록 흡연유혹상황에서 흡연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금연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으로

금연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니코틴의존도를 낮추는 중재전략도 함께 고려해야겠다.

2 . 제 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범 이론적 모델을 근거로 금연행위변화단계에

따른 관련요인의 변화양상을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2) 전, 후방 여러 지역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금연

행위변화단계별 관련요인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군 간부에게 일반

화시킬 수 있도록 제언한다.

3) 군 간부의 금연행위변화단계와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의사

결정균형 등을 주요 중재변수로 한 금연중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화단계간의 이행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군 간부들 대부분이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금연하는 방법을 택하므로

자조적 방법의 개별적 또는 집단 금연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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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김봉정 대위

입니다.

본 질문지는 군인 의 건 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연

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군 간 부의 금 연행위실태와 관련요 인

들을 조사하여 군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금연교육 및 프로그

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

립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0.10.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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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연 행위 변 화 단 계

◈다음은 귀하의 현재 흡연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시를 해 주십시오.

1.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1) 예. 나는 현재 담배를 피운다 ( )

2) 아니오. 나는 담배를 끊은 지 6개월이 안되었다 ( )

3) 아니오. 나는 담배를 끊은 지 6개월이 넘었다( )

4) 아니오. 나는 결코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 ( )

2.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과거 1년 동안 적어도 24시간 동안 금연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회

3.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금연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예. 앞으로 30일 이내에 금연할 것이다( )

2) 예.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연할 것이다 ( )

3) 아니오. 금연할 생각이 없다 ( )

4. 담배를 과거에 피웠거나 현재 피우신다면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 )개피

5. 담배를 과거에 피웠거나 현재 피우신다면 귀하의 흡연기간은?

( )년 ( )개월

6. 만약 귀하가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1) 금연클리닉 (금연교실) 2) 니코틴패취, 니코틴껌등의 약물요법

3) 스스로의 의지력 4) 금연침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7. 금연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건강이 좋지 않아서 2)미래의 질병예방 3)가족의 권유 4)기타

8.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스트레스 2)의지력이 약해서 3)금단증상 4)흡연의 습관성

5)대인관계유지 6)금연후의 체중증가 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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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효능 감

◈ 다음은 귀하가 처한 상황에서 담배 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의 정

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각 상황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V '표로 답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자신이

없다

별로

자신이

없다

보통

이다

비교적

자신이

있다

매우

자신이

있다

1. 술을 마실 때

2.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3. 일이 원하는 대로 안되어 좌절했을 때

4. 가까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5. 가족과 언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6. 행복하고 기쁠 때

7. 어떤 사람이나 일 때문에 매우 화가 났

을 때

8. 가족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를 경험할 때

9. 담배를 피우면서 즐기고 있는 사람을 볼

때

10.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쉴때

11. 담배를 끊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어려

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때

12. 담배를 간절히 원할 때

13.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14. 기운을 낼 필요가 있다고 느낄때

15. 나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적어지고 신

체적 활동을 덜 하게 될때

16. 모임이나 회식자리에 친구와 함께 있을

때

17.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때

18. 매우 우울할 때

19. 매우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20. 잠시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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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결정 균 형

◈다음의 각 문항이 귀하가 담배 를 피우 거나 끊 기로 결 정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해당란에 V '표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담배를 피우는 것은 즐겁다.

2. 내가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의 건

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다.
4. 내가 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치게

되면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가슴아

파할 것이다.
5. 나는 담배를 피우면 편안해지고 기분

이 좋아진다.
6. 내가 만일 담배를 끊는다면 안절부절

못하고 고통이 따를 것이다.

7.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8.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담배를

끊기 위하여 힘들어 하는 것보다 담

배를 피우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더 좋아한다.
9.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를 곤

란하게 만든다.

10. 나는 담배 피우는 나 자신이 좋다.

11.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

을 괴롭힌다.
12.나는 담배를 피우면 집중력이 높아져

일이 잘된다.
13. 내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담배 피우

는 것을 비난한다.
14. 내가 만일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나는 훨씬 활기있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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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트 레스 의 지 각

◈ 다음은 지난 일주간 당신이 받은 스트레스의 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가 일어날 수 있은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일종의 압박감으로 생각

하고 그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을 매겨 당신이 지난 일주일간 받은 스트

레스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치십시오. 단 스트레스는

반드시 나쁜 사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사건이나 문제없이 걱정이나 고통이 없는 쾌적한 상태

에 있음을 의미하고 9는 몹시 기분이 상한 긴장, 위장장애,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비애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1.(스스로 원하던 원치 않았던 간에) 일, 직업 및 학교와 관련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0

2.대인관계 (가족 및 기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압박감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0

3.대인관계의 변화(사망, 출생, 결혼, 이혼 등)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0

4.(자신 또는 타인의)병이나 상해에 의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0

5.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는 ?

0 1 2 3 4 5 6 7 8 9 0

0: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5: 상당히 있다

1: 거의 없다 6: 약간 심하다

2: 드물게 있다 7: 웬만큼 심하다

3: 약간 있다 8: 꽤 심하다

4: 웬만큼 있다 9: 극도로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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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상적인 것이 아닌 사건들(범죄, 자연재해, 우발사고, 이사 등)로 인한 압박감

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0

7.일상생활의 변화 때문에 혹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0

8.지난 일주간 전반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0

니 코 틴의 존 도

◈ 다음 항목은 당신의 니코틴의존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모든 문항에

답해주시고 각 문항에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항목에 V '표로 답하여 주

십시오.

문항 항목

1. 당신은 하루의 첫 담배를 아침 기상

후 언제 피우십니까?
〔 〕30분 이내

〔 〕30분 이후

2. 당신은 금연구역에서도 담배가 가장

참기가 어렵습니까?
〔 〕예

〔 〕아니오

3. 하루 중 언제 피우는 담배가 가장 만

족스럽습니까?
〔 〕아침 첫 담배

〔 〕기타

4.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

니까?

〔 〕15개비 이하

〔 〕16- 25개비

〔 〕26개비 이상

5. 아침에 피는 담배가 여타 시간에 피

우는 담배보다 많습니까?
〔 〕예

〔 〕아니오

6.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을 때 도 담배

를 피웁니까?
〔 〕예

〔 〕아니오

7. 피우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적다

〔 〕중간정도

〔 〕많다

8.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기를 자주 들

여 마십니까?

〔 〕전혀 들여 마시지 않는다

〔 〕가끔 들여 마신다

〔 〕항상 들여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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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적 특 성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2. 계급:

3. 병과: 1) 전투병과 2)기술병과 3)행정병과 4)특수병과

4. 현재까지 군 복무연수 : 년 개월

5. 교육정도: 1) 중졸 2)고졸이하 3)대졸이상/ 대재 4)대학원이상

6. 결혼상태:1)기혼 2)미혼 3)기타

7. 가족과 동거여부: 1)가족과 동거 2)군동료와 동거 3)혼자거주 4)기타

8. 귀하는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회/ 일주일 ( * 전혀 안하는 경우는 0)

9.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회/ 일주일( * 전혀 안마시는 경우는 0)

장 시 간 설 문 지에 답 하 여 주 셔서 감 사 합 니 다 . 혹 빠진 문 항 이 있 는지 한 번 만

더 확 인 해 주 시 면 더 욱 감 사 하 겠 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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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F ac tors A s s o c i at e d w ith th e S t ag e s o f Ch an g e of

S m okin g Ce s s at ion B eh av ior in M ilit ary Offic ers

Kim, Bong Jeong

Department of Nursing

T 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 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ivide the stages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nd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transtheoretical

model,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strategies in military officer s .

T he subject s for this study w ere a convenience sample of 486

military officer s except for the never smoker s, who were serving at

three division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Data w ere collected

from October 9 to November 6, 2000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SPSS Window Program ver sion 10.0.

T he result 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s ;

1. T he mean age of the subject s w as 30.9 years .

2. T he subject s w ere distributed in each stage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 there w ere 233 subject s (47.9%) in the

precontemplation stage, 140 subject s (28.8%) in the contemplation

stage, 55 subject s (11.3%) in the preparation stage and 14 subject s

(2.9%) in the action stage, 44 subject s (9.1%) in the maintenanc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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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 here w 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distribution, rank , level of

education , marital status ,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 the

number of quit s in the past year corresponding to the stages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

4. Analy sis of variance showed that self- efficacy (F =142.252, P =0.000),

advantages (pros ) of smoking (F =79.795, P =0.000) and disadvantages

(cons )of smoking (F =30.206, P=0.000) in decisional balance construct s,

perceived stress (F =3.562, P =0.014), nicotine dependence(F =3.562,

P =0.014)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change.

5. T hrough stepwise discriminant analy sis and logistic regression, it

w as found that self- efficacy , advantages of smoking and

disadvantages of smoking in decisional balance were the most

influencing power among factor s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developing the effective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for milit ary officer s, first it had to be

assessed the stage of a client ' s change prior to apply intervention

program s, second fir st of all it should be considered nur s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the disadvantages

of smoking in decisional balance to help shift ing from precontemplation

to the contemplation stage and to reinforce self- efficacy to help

progressing from contemplation or preparation stage to the action ,

maintenance stage.

k ey w ords : s t ag e s of c h an g e , s m okin g c e s s at ion b eh av ior ,

a s s o c iat ion f a ct ors , m ilit ary off ic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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