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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흡연은 니코틴이나 타르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특히 관상동맥계

질환이나 폐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강도 높게 강조되어

왔다오현수 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 1997).

서의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새로 흡연

을 시작하는 청년층과 젊은 여성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전 박 김 및 정 우리나라 성인의 흡( , , , 1992).

연율은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로 성인68.9%, 3.4%

남자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한국보건사회연(

구원 특히 세를 전후해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 1993) 20

됨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졌다이창희 등 김( , 1992;

종성 등 서 일, 1989; , 1988).

반면에 금연 시도율과 금연의도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금연 시도율은 남자 흡연자중.

였으며 앞으로 금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은51.4%

로 년의 에 비해 현저히 낮38.7% 1989 56.0%, 57.8%

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 남자흡연자중. 20-29

만이 앞으로 금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금연 의30.4%

도가 매우 낮으며 년의 에 비해 현저히 감소1989 50.3%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3)

흡연은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심리적 및 생물학적, , ,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에

따른 금연행위와 같은 복잡한 인간행위를 체계적으로 완

전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나의 접근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축적됨

에 따라 건강행위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려는 탐구노력이

강화되고 있다(Pender & Pender, 1986).

건강행위와 관련하여 개발된 여러 이론 중에서 계획된

행위이론 은 인간의 행(Theory of Planned Behavior)

위가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고 보았다 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는.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이다 이 이론은 인, .

간의 행위를 태도 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주관적 규범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점

이 특징이다 이 이론은 단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din &

계획된 행위이론은 운동 체중조절Shephard, 1990). ,

행위 등과 같은 건강관련 행위 등에서 실증적 지지를 받

았으며(Schifter & Ajzen, 1985; Ajzen & Madden,

유방자가검진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일련의1986),

종단적 연구 등 와 군 흡연자의 금연 행(Young , 1990)

위 예측에도 유용함지연옥 이 보고되었다( , 1994) .

또한 여러 건강행위 이론 중에서 간호학자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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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개념으로서 자기효능이 있다 자.

기효능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효능기대으로서 이는( )

특정행위가 어떤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결(

과기대와는 구별된다 금연을 비롯한 체중조절 금주) . , ,

운동 등에 자기효능을 적용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은 건강행위의 변화에 유의한 변수임이 보고되

었다 등(Strecher , 1986).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시작 유지 촉진 변화, , ,

시켜 건강한 생활양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간호학은

인간의 학습과 관련된 행위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재의 근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다양.

한 상황에서의 이론을 검증하고 이 결과의 축적을 통해,

과연 어떤 요소들이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유지 촉진할,

수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을 지지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학 영역에 적합한 이론으로 개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김성재 등( ,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금연행위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과 자기효능 및 건강통제위와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서 인간의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유지 촉, ,

진하기 위한 이론의 기틀을 위한 기초 지식의 축적에 기

여할 뿐 아니라 금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금연 행위에 나타난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1)

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학생의 금연 행위에 나타난 계획된 행위 이론 변인2)

과 건강통제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의 제한점3.

본 연구는 일개 지방의 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4

중 남자 대학생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으므

로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건강증진행위 중 금연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모든 행위에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Ⅱ 문헌 고찰.

흡연1.

건강의 위험요인 중에서 흡연은 질병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 흡연의 감소1989; , 1993 ),

는 국가 보건목적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한국보건사회연구원Human Services, 1990; , 1993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년층과

젊은 여성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전 박 김( , ,

및 정, 1992).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의 경우 여자68.9%,

의 경우는 로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3.4%

상태이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히 세를 전( , 1993), 20

후해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됨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

다이창희 등 김종성 등 서 일( , 1992; , 1989; , 1988).

반면에 금연 시도율과 금연의도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금연 시도율은 남자 흡연자중.

였으며 앞으로 금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은51.4%

로 년의 에 비해 현저히 낮38.7% 1989 56.0%, 57.8%

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 남자 흡연자중. 20-29

만이 앞으로 금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금연 의30.4%

도가 매우 낮으며 년의 에 비해 현저히 감소1989 50.3%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3).

흡연은 연령 성 건강 신념 교육 직업과 관련이 있, , , ,

다 한국대학생의 경우 흡연동기는 정서적 안정추구를.

위해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금연계획을 가

지고 있는 대학생은 를 나타내어김종성 등60% ( , 1989)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 금연의지가 낮음이 보고되었다.

대학생의 흡연은 청소년의 흡연에 비해 가족의 영향을

덜 받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Gray, 1990)

흡연행위의 양상을 나타낸다 남성흡연은 사회적 불안정.

감과 관련되는 반면 여성흡연은 자기 확신 사회경험 반, ,

항심과 관련된다 국내에서 행해진 대(Clayton, 1991).

학생의 흡연행위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흡연동기는 남성

흡연에 대한 반항심 호기심과 관련되며김문실 등, ( ,

남자 대학생에 비해 금연계획을 덜 가지고 있음1997)

이 보고되었다김종성 등( , 1989).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김 은 매(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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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이며 중간 정도이다’ 42.3% ‘ ’

가 매우 좋다가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56.6%, ‘ ’ 1.0%

다 흡연자 중 가 만성기관지염을 가 심장. 6.7% 1.75%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만성 폐색 질환 간염 및 간 질환은,

각각 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0.7% .

환자 중 의사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은 경우는 에50%

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신호철 이창희 등( , 1992; ,

일반 성인은 물론 환자에게서 조차 금연교육이1992)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연 전략을 위한 연구들을 보면 금연프로그램이 효과

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흡연에 대한 태도 기대 가치 신, , ,

념 의지를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의 관심영역에 초점을, ,

둔 금연프로그램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호철( ,

1992).

계획된 행위이론2.

이 이론에서는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 인자로 행위의

의도 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행위의 의도는(Intention) ,

다시 세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즉 행위에 대한. ,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이다 행위, .

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위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부정,

적 평가 정도를 의미하는데 어떤 대상이나 표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태도를 특히 강조한다 주관.

적 규범은 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압력

을 뜻한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개인의 의도는 이 두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쟁적인 행위에는 태도가 중요하.

며 협조적인 행위에는 규범이 더 중요하다김성재 등( ,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1995).

려움에 대한 지각으로서 과거경험 및 수행의지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실제적 통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 .

세 개념은 각각 이들을 설명해주는 선행 요인을 갖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개별 신념들을 의미한다 이에는.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그리고 통제신념이 있다, , .

행위에 대한 태도는 특정행위의 결과에 대해 갖는 신

념인 행위신념과 그 결과와 관련된 가치인 결과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행위의 수.

행여부에 대해 특정인들로부터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정

도인 규범적 신념과 특정 준거인을 따르려는 정도인 순

응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

위수행의 용이성 및 행위관련 자원과 장애에 관한 신념

인 통제신념 즉 행위수행의 용이성 및 어려움에 대한,

지각 과거경험 및 수행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이론, .

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에 대한 태도는 행위의 결과에 대

한 평가와 행위신념의 강도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의 곱으로

측정할 수 있다(Ajzen & Madden, 1986).

이 이론에서는 기타의 배경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결혼상태 교육, , ,

등과 성격 특성 등의 많은 다른 변수들은 각 신념에 영

향을 줄 수는 있으나 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고 보기 때문에 다른 행위이론에 비해 단순하다 이 이.

론은 태도 행위에 대한 최근의 지식을 통합하였으며 단- ,

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이론

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사회적 행위는 물.

론 건강 관련행위를 정확히 예측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

다 이는 주관적 규범이(Godin & Shephard, 1990).

사회학적 관점보다는 매우 제한적 개념으로서 의미있는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압력의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이론이 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건강관

련행위를 예측하는데 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 이

론은 행동의 시작과 유지 중 일회적 행동의 예측과 더욱

관련이 있는데 간호의 관심은 행위의 시작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유지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행위유지에

관여하는 변수를 더 첨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김성(

재 등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신념, 1995).

의 정도는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동,

의 시작과 지속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Bandura,

자기효능감을 지각된 행위통제 개념으로 흡수하1977)

여 추가된 계획된 행위이론이 합리적 행위이론보다 더욱

유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들의 씹는 담배에 대해 합리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등 의 연구에서는 씹는Ruth (1988)

담배에 대한 의도와 행위간의 상관성과 의도와 태도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도와 주관적 규범

사이에는 상관성이 비교적 낮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이상적 체중유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와 그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간의 관계를 분석한 등 의 연구에Pender (1986)

서는 운동에 대한 의도와 태도 주관적 규범간의 상관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태도가 주관적 규범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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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도와 상관성이 더 높았다 또한 표준체중에 가까.

운 사람들이 과 체중이나 체중 미달인 사람들보다 운동

의도가 더 높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의도하는.

집단은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의도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운동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으며 또한 의도

자는 비의도자에 비해 중요한 타인이 그들이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다 각각의 개별 신.

념을 보았을 때 의도자는 비의도자에 비해 운동에 대한

행위신념이 높았다

대학생의 체중감소에 대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등 의 연구에서는 체중감소에 대한 의도Schifter (1985)

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기초하여 정확, ,

하게 예견되었으며 지각된 행위통제가 주 후 실제로 감6

소된 체중의 양을 예견하는데 가장 정확한 지표였으며

의도와는 약간의 상관성이 있었으나 태도 주관적 규범,

과는 관계가 없었다.

어머니들이 수유하기를 어떻게 의도하고 분만 후 주6

동안 아기에게 어떻게 수유하는가를 예측 이해하기 위,

해 합리적 행위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초산모 경산모 모두에서 수유행위를 의도가 예측하였으,

며 초산모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거의 같

은 영향을 주었으나 경산모에서는 태도가 주관적 규범보

다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등(Manstead ,

1983).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하려는 의도

와 유방자가검진을 예측하는데 있어 합리적 행위이론의

개인적 요소인 태도와 사회적 요소인 주관적 규범의 기

여를 탐색하고자 한 등 의 연구에서는Lierman (1990)

의도는 유방자가검진 수행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었으며 간접적인 태도 측정과 주관적 규범은 직접

측정보다는 유방자가검진 수행 빈도와 의도에 높게 관계

가 있어 의도 변량의 를 설명하였다 또한 유방자가32% .

검진 수행빈도가 더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

해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간호사의 이직 상황에 합리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단일 개념으로는 의도가 이직행위를 유일하게

예측하였으며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도덕적 의무감, ,

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태도와 행위신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등(Lane , 1987).

한편 우리나라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연구 중

금연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이론 검증연구지(

연옥 에서는 금연의도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1994) , ,

된 행위통제가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35%

며 금연행위를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10% .

한 행위신념과 태도 규범적 신념과 주관적 규(r=.48),

범 통제신념과 지각된 행위통제에서 유의한 상(r=.39),

관성이 있었다 흡연자와 금연자의 집단간 비교에서는.

의도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

나 주관적 규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별신념.

에서는 흡연자와 금연자 간 통제신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행위신념이 금연자에서 높았으며 규범적 신념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금연행위의 활성화를.

위해 시청각 금연교육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그 효과를 분

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전보다 교육 후 의도 태도 주관, ,

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개별신념에서는 행위신념 결과평가 규범적 신념 통제, , ,

신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순응동기는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계획된 행위이론과 합리적 행위이론은 규

칙적인 운동행위 등 등(Pender , 1986; Godin , 1990;

등 체중조절행위 등Partricia , 1987), (Schifter ,

금연행위지연옥 구강보건행위1985), ( , 1994),

유방자가검진행위 등(Tedesco, 1991), (Lierman ,

및 수유행위 등 와 심근경색1990) (Manstead , 1983)

증 고혈압 환자 등의 치료지시이행 등, (Miller , 1992)

예측에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위이론이 유용함이

보고되었다.

자기효능3.

자기효능은 가 년에 그의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

에서 인간의 행동변화의 주요 결정인자로 제안한 개념으

로서 자기효능은 특정한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다 는 인간과(Bandura, 1986). Bandura(1977)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

를 중요하게 설명하면서 자기효능이 행위를 결정하게 되

고 이러한 자기효능은 효능기대를 증가시키는 자원에 의

해 증가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효능. ,

이론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에 의해 인간의

행동변화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변화는 결국 행

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

에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효능은 특정상황에서 특정행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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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으로서 이는 상황적 요

인에 의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성격 특성과는 완전히 구

분되는 것이다(Strecher et al., 1986).

자기효능은 자신의 직접적인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언,

어적 설득과 생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그 자체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인지적 평가과정을 통해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

는다 자기효능은 인간의 행동방식 사고유형 및 정서반. ,

응에 영향을 비쳐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런데 측정된 자기효능.

과 나타나는 행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는Bandura

유인동기의 부족 자원의 부족 시간적 차이 자기효능에, , ,

대한 판단착오의 결과 과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한 기술, ,

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 효능과 행위측정상의 오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Bandura, 1986).

자기효능 개념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Strecher

등 은 건강행위금연 체중조절 알코올 중독 운(1986) ( , , ,

동 에 자기효능개념을 적용한 선행논문 편을 분석한) 21

결과 자기효능은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에 일관되게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등. Condiotte

은 명의 흡연자들에게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한(1981) 78

결과 프로그램 제공 후와 추후에 자기효능이 높아졌으며

자기효능과 건강행위의 지속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다고 보고하였다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구미옥. (1992)

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이 자가간호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자.

기효능을 증진시키는 중재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상

자의 자기효능 및 자가간호행위 증진정도를 분석한 박영

임 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을 증진시키는 간호중(1994)

재가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간호임이 보

고되었다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과.

대처와의 관계를 연구한 등 은 어려운 상Brown (1988)

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은 자기효능이 높고

통증이 적으며 기능장애도 낮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은 자기효능이 낮고 통증이 더 심하며 기능장애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만성요통환자의 대처유형이 자.

기효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김인자 의(1994)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유형을 나타낸 환자의 경우 소극

적 대처유형을 보인 환자들보다 자기효능이 유의하게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기효능은 행위변화 특히 자가간호행위

와 관련이 깊은 개념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기효능이

높은 사람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통제위4.

사회학습이론에서 통제위 개념을 처음 설명한 사람은

이다 에 의하면 어떤 행위Julian Rotter . Rotter(1954)

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화의 가치 기대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1) , 2) , 3)

고 하였다.

통제위 는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LOC)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로서 사회학습 경험을 통

하여 발달한다 즉 자신의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내적통제위 소유자 우연이나,

강력한 타인과 같은 외부의 힘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

라고 믿는 사람은 외적통제위 소유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통제위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위를 가진 사람이 외적통제위를 가진 사람보다 독립

적이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며 타인의 영향이나 통제에

민감하지 않고 건강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학습하여

건강행위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Phares, 1976).

많은 건강연구가들도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의 사회학습이론을 중요하게Rotter(1954)

강조하였다 특히 건강상태와 건강행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대개념으로서의 통제위를 조사하였는데

통제위 신념과 건강과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이은희(

외, 1993).

등 은 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대Wallston (1976)

해 일반적 기대보다 특정한 기대가 특정상황에서 앞으로

의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 건강과 같이 특정한 영역에 의 내외적 통제Rotter

위 척도를 사용하여 일반적 기대를 측정하면 건강행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건강통제에 대한 특별한 신

념을 사정하는 건강통제위 척도를 개발하였다(HLOC) .

통제위 개념을 적용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내적 통제위일수록 정보추구행위가 많고 예방적 건강행위

와 상관성이 높았으며 외적통제위에서는 예방적 건강행위

보다 치료지시이행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내적통제위는.

적응행동과 정적관계가 있으며 부적응 행동은 외적통제위

와 정적관계가 있었다김성재 외( , 1995; Naditch,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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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금연 행위에 나타난 계획된 행위

이론과 자기효능 및 건강 통제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2.

일개 대도시에 소재한 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흡연4

남자 대학생을 편의 표출하였으며 총 대상자 수는 204

명이었다.

연구도구3.

행위 신념 어떤 행위의 수행 시 특정의 결과가 얼마1) :

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

연시 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대상자가 갖는 신념으로

서 지연옥 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1994)

문항의 점 총화평정적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최고13 7 .

점에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행+39 -39

위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 .92 .α

결과 평가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2) :

좋아함 또는 싫어함의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연.

에 따른 결과에 대해 갖는 좋아함 또는 싫어함의 정

도로서 지연옥 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1994)

정한 문항의 점 총화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이13 7

다 최고 점에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39 -39

록 금연에 대한 결과평가가 긍정적이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96 .α

규범적 신념 대상자가 특정행위를 해야한다고 대상3) :

자에게 의미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별 신념으로서

대상자의 주관적 규범을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대상자가 금연해야 한다고 대상자에게 의미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념으로서 지연옥 이 개발(1994)

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의 점 총화평정척6 7

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최고 점에서 최저 점. +18 -18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강

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나타났다.75 .

순응 동기 대상자가 특정인들의 생각을 전반적으로4) :

따르려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상자가 따르려는 정도를 말

하며 지연옥 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1994)

한 문항의 점 총화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6 4 .

최저 점에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18 0

연에 대한 순응동기가 높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77 .α

통제신념 특정행위 수행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하는5) :

어려움 또는 용이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연에 대해.

느끼는 용이성 또는 어려움의 개별 신념들로서 지연

옥 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1994) 13

의 점 총화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최저7 . +39

점에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39

한 통제신념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88 .α

태도 특정행위에 대해 좋아함 또는 싫어함의 정도로6) :

서 본 연구에서는 금연행위에 대한 좋아함 또는 싫어

함의 정도를 지연옥 이 개발한 도구인 개 문(1994) 8

항의 점 총화평정적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최고7 . 24

점에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24

정적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나타났다= .85 .

주관적 규범 특정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주관적으7) :

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금연

수행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를 지연옥 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1994)

정한 것으로서 규범적 신념을 측정한 문항과 순응1

동기를 측정한 문항의 점수를 곱한 점수이다 최고1 .

점에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9 -9

범이 강하다.

지각된 행위통제 특정 행위수행에 대해 대상자가 지8) :

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금

연행위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

함의 정도를 지연옥 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1994)

가 수정한 문항의 점 총화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2 7

이다 최고 점에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6 -6

지각된 행위통제신념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67 .α

의도 특정행위 수행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9) :

려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지에 대한

의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금연에 대한 의도로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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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의(1994) 4

점 총화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최고 점에7 . 12

서 최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강-12

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나타났다.95 .

자기효능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10) :

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구미옥

오복자 등의 도구를 참조하여 현혜(1992), (1994)

진 이 수정한 자기효능 측정도구로 평가한(1998)

점수이다 각 문항은 점 총화평정척도로서. 100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는 점으로 점수1200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84 .α

내적 건강통제위 행위와 강화사이의 환경을 통제함11) :

으로서 자신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지각하는 성향으

로서 등 이 개발한 다차원적 건강Wallston (1978)

통제위 척도중 내적 건강통제위에 대한 평가점수이

다 각 문항은 점 총화평정척도로서 문항으로 구. 6 5

성되며 최고는 점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내적, 30 .

건강통제위 성향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 .76 .α

타인 건강통제위 의사나 다른 건강전문인 부모12) : , ,

친구와 같은 중요한 사람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 결

정된다고 지각하는 성향으로서 등Wallston

이 개발한 다차원적 건강통제위 척도 중 타(1978)

인 건강통제위에 대한 평가 점수이다 각 문항은. 6

점 총화평정척도로서 문항으로 구성되며 최고는5 ,

점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타인 건강통제위 성향30 .

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나타났다=.85 .α

우연 건강통제위 운이나 운명 등에 의해 자신의 건13) :

강이 결정된다고 지각하는 성향으로서 등Wallston

이 개발한 다차원적 건강통제위 척도중 우연(1978)

건강통제위에 대한 평가점수이다 각 문항은 점 총. 6

화평정척도로서 문항으로 구성되며 최고는 점5 , 30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연 건강통제위 성향이 강.

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나타났다=.83 .

자료수집 방법3.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들이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1

인당 분 정도 소요되었다30-40 .

자료분석 방법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특성은 실수 및 백

분율로 제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

과 자기효능과의 상관관계 계획된 행위 이론 변인과 건,

강 통제위와의 상관관계는 으로Pearson's correlation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세가 로 가장 많았. 21-25 60%

다 의학계열이 였으며 비의학계열은 였다. 30.9% 69.1% .

종교는 가 없었으며 불교가 기독교가59.3% 20.5%,

천주교가 였다 성장지역은 대도시가11.1%, 8.5% .

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가 농어촌이67.6% 20.6%,

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로 대부11.8% . 86.2%

분을 차지하였으며 대가족은 로 나타났다 표13.8% < 1>.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특성 구분 N(%)

연령 세 이하20 20( 9.6)

세21-25 138(60.0)

세26-30 41(20.0)

세 이상31 1( 0.5)

학과 의학계열 58(30.9)

비의학계열 130(69.1)

종교 없음 118(59.3)

불교 40(20.5)

기독교 22(11.1)

천주교 17( 8.5)

기타 2( 1.0)

성장지역 대도시 138(67.6)

중소도시 42(20.6)

농어촌 24(11.8)

가족형태 핵가족 175(86.2)

대가족 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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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위이론 변인과 자기효능과의 관계2.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과 자기효능과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계획된 행위 이론 변인< 2>.

중 의도 태도(r=.215, p=.005), (r=.160, p=.025),

지각된 행위통제 와 자기효능과는 유(r=.298, p=.000)

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

적 규범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결정하는 여러 변, ,

인 중 순응동기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89, p=.010).

표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과의 상< 2>

관관계

변수 r p

의도 .215 .005

태도 .160 .025

주관적 규범 .050 .486

지각된 행위통제 .298 .000

행위신념 .098 .168

결과평가 .107 .138

규범적 신념 .045 .527

순응동기 .189 .010

통제신념 -.127 .074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과 건강 통제위 성격과의 관계3.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과 건강 통제위 개념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내적 통제위는< 3>.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중 태도와는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도(r=.228, p=.002),

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위는 또한 태도를.

결정하는 행위신념 과 결과평가(r=.229, p=.000)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234, p=.003)

나타났다 외적 통제위는 태도 주. (r=.203, p=.004),

관적 규범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r=.141, p=.047)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를 결정하는 행위신념과 결,

과 평가 중 행위신념 과만 유의하게(r=.155, p=.038)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결과평,

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통제위는 주관적 규범을 결정하는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중 규범적 신념 과만 유의(r=.175, p=.022)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응동기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통제위.

는 또한 통제신념과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연 통제위는 지(r=-.175, p=.022).

각된 행위통제와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152, p=.034).

Ⅴ 논 의.

자기효능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행위의도에 자

기효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의도와 자기효능이 유의하게 양의 상

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 이를 실증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등 의 운동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 Godin (1990)

연구에서 실제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도임이 확인

되었다 이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

능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효능은 개인이 어떤 특별한 행위가 그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한다면 그의 행위는 변화되지 않

표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과 건강 통제위 개념과의 상관관계< 3>

내적통제위 외적통제위 우연통제위

r p r p r p

의도 .003 .967 .141 .069 -.045 .564

태도 .218 .002 .203 .004 -.098 .178

주관적 규범 .048 .498 .141 .047 .054 .452

지각된 행위통제 .094 .183 .092 .193 -.152 .034

행위신념 .229 .000 .155 .038 .027 .379

결과평가 .234 .003 .121 .083 .007 .466

규범적 신념 .058 .253 .175 .022 .093 .143

순응동기 .049 .288 .094 .141 .055 .265

통제신념 -.129 .070 -.175 .022 .06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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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행위에 대해(Bandura, 1977)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의 정도를 의미하

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과 지각된 행위통제는 유의.

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 자기효능은 태도와도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떤 행위에 대해 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의도에 영향을 미, ,

치고 의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자기효능이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의도,

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것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순응동기는 대상자가 특정인들의 생각을 전반적으로

따르려는 정도로서 자기효능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

각되나 본 연구결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규.

명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내적 통제위 일수록 금연 행위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 통제위를 지닌 개.

인은 태도가 체중감소에 대한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한다

는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Pender & Pender, 1986)

다 반면 외적 통제위 일수록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연행위 자체가 건강

에 매우 유익하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있

는 만큼 통제위 성격과 무관하게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는 대부분 긍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제위 성격과 태도와의 관계를 금연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행위를 대상으로 연구해 봄으로서 더 명확하게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적 통제위 일수록 금연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적 통제위를 지닌 개인

은 주관적 규범이 체중감소에 대한 의도를 가장 잘 설명

한다는 연구 와 일치하는 결(Pender & Pender, 1986)

과이다 즉 외적 통제위를 지닌 사람은 주관적 규범이. ,

행위의도를 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태도는 개인적 신념이고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임을

알 수 있다김성재 등 따라서 금연을 유도하기( , 1995).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외적건강통제위 성격의

대상자들은 주로 주관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중재가 효과

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연 통제위와 지각된 행위통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연통제위 성격일수록 금연

행위 수행을 어렵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등 은 통제위가 효능기대보다는Rosenstock (1988)

결과기대에 더욱 관련이 되고 통제위는 행위에 대한 유

익성의 인식이나 결과기대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결과기대는 주어진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 계획된 행위이론의(Bandura, 1986)

행위신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도 내적 통제.

위와 외적 통제위는 행위신념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우연 통제위는 행위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연 통제위 성격은 자신의

건강이 운 우연 운명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

자신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여기므로서 행위 결과에 대해

큰 기대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금연행위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

이론과 자기효능 및 건강통제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도시에 소재한. 4

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흡연 남자 대학생을 편의표출하

였으며 대상자는 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질문지를 이204 .

용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자가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SPSSWIN pearson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세가 로 가장 많았1) 21-25 60%

다 의학계열이 였으며 비의학계열은. 30.9% 69.1%

였다 성장지역은 대도시가 로 가장 많았으며. 67.6%

중소도시가 농어촌이 로 나타났다30.6%, 11.8% .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86.2%

며 대가족은 로 나타났다13.8% .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과 자기효능과의 상관관계를 살2)

펴본 결과 계획된 행위 이론 변인중 의도, (r=.215,

태도 지각된 행위통p=.005), (r=.160, p=.025),

제 와 자기효능과는 유의하게 양(r=.298, p=.000)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결정하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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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변인 중 순응동기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89, p=.010).

내적 통제위는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중 태도와 유의3)

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통제위는 또한 태도를 결(r=.228, p=.002).

정하는 행위신념 과 결과평가(r=.229, p=.000)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r=.234, p=.003)

으로 나타났다.

외적 통제위는 태도 주관적 규범(r=.203, p=.004),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141, p=.047)

나타났으며 태도를 결정하는 행위신념과 결과 평가 중,

행위신념 과만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r=.155, p=.038)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통제위는 주관적.

규범을 결정하는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중 규범적 신

념 과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r=.175, p=.022)

으로 나타났다 외적 통제위는 또한 통제신념과 유의하.

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75,

p=.022).

우연 통제위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유의하게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152, p=.03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과 지각된 행위,

통제는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은 태도와도 유의하게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떤 행위

에 대해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을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기효능은 개인이 어떤 결과.

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행위의도에 자기효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의도와 자

기효능이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 이를

실증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내적 통제위와 외적 통제위는 행위신념과 유의하

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연 통제위는 행위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연 통제위

성격은 자신의 건강이 운 우연 운명 등 통제할 수 없는, ,

요소들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여기므로서 행

위 결과에 대해 큰 기대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금연행위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과 자기

효능 및 건강통제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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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Theory of Planned Behavior, Self

Efficacy, Health Locus of

Control, Smoking Cessation

behavior

A Study of the Smoking Cess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
-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elf Efficacy, Health Locus of

Control -

Ahn, Hye-Yo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orrela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self

* Dep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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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and health locus of control about

smoking cessation behavior for university

student. We sampled 204 university student

smokers using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intention : r=.215,

p=.005, attitude : r=.160, p=.025, perceived

behavior control : r=.298, p=.000) and self

efficacy. 2.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attitude : r=.228, p=.002) and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attitude : r=.203, p=.004,

subjective norm : r=.141, p=.047) and ex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perceived behavior control : r=-.152,

p=.034) and accidental health locus of control.

This study has shown a correlation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elf efficacy and

health locus of control. As a result of these

findings, I suggest to develop the intervention

program for smoking ces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