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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수1 · 최은숙2

1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2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Mal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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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nd test a structural model o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technical high school men. The concep-

tual model was ba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health promotion model. Methods: From May 29 to April 13, 2015, 413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who smoked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to calcul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c-

tors affecting smoking cessation intention. The SPSS WIN 20.0 and AMOS 21.0 programs were used. Results: The hypothetical model was a good 

fit for the data. The model fit indices were c2/df=2.36, GFI=.95, AGFI=.92, NFI=0.97, and RMSEA=.05. Self-esteem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had direct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Smoking knowl-

edge and environmental factor had indirect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This model explained 87.0% of the variance in smoking ces-

sation inten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intention to stop smoking can be improved through an 

increase in self-esteem, negative environmental factors,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subjective norm about smoking cessation, and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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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암, 심혈관 질환, 폐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여 건강관련 첫 국제협약인 담배규제 국제조약

을 제정하였다[1].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비준하여 흡연자를 대상으

로 금연클리닉운영, 금연거리 선포, 담배세 인상 및 담배규제 정책강

화[1] 등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지난 2005년 50.3%, 
2010년 27.5%, 2014년 24.2%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2]. 그러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5년 11.8%, 2010년 12.1%, 2014년 9.7%로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 또

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어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040/jkan.2017.47.2.211&domain=pdf&date_stamp=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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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흡연율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중학생 5.5%, 고등학생 13.8%로 고등학생의 흡

연율이 더 높았다. 한편 고등학교 계열별의 성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는 남학생이 18.2%, 여학생은 4.7%이며, 특성화고등학

교는 남학생이 31.6%, 여학생이 14.8%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고

등학교에 비해 남학생은 약 2배, 여학생은 약 3배 더 높았다[2]. 특

히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흡연율

보다 높은 실정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등 일부계열을 제외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업성적 부진 등으로 특

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

는 우리사회 풍토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무가치

함을 느끼고 좌절감과 열등감 등 부정적인 자아형성으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3]. 이에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생

활의 부적응과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어 흡연과 음주 등의 의존성 물

질을 추구하거나 도피 등의 문제행동을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3,4]. 게다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보

다 친구와의 유대감을 중요시하여 응집력과 결속력이 높은 편이다

[3]. 이러한 친구문화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흡연과 같은 문제행

동의 기회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고, 흡연으로 동질감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문화를 파악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

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의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의도는 실제 행위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직접적인 결정요소이다[5]. 이에 금연의도

를 금연성공의 주요한 예측인자로 제시하였으며[6,7], 금연의도를 갖

는 것은 금연을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8]. 

또한 금연에 대한 강한 의지가 금연행위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므로[6,7]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금연

의도와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 파악이 우선되

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금연의도는 흡연지식과 흡연태도[9], 금
연 자기효능감[6,10], 자아존중감[11,12], 교육 환경적 특성[13], 흡연

유혹과 중요타인의 흡연[14], 금연의 주관적 규범[12]등으로 환경적, 
심리적, 인지적 요인 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6,9-14]

에서 흡연율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도를 

결과변수로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가정환경, 학업성적, 친구 유대감

과 자아존중감 등이 흡연요인[3,4]으로 보고됨에 따라, 흡연율이 높

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연의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보

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건강행위 예측모델로 합리적 행위이론과 건강증진이론 등

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인간이 특정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행위의 결정인자이며, 의도를 결정하는 요

인은 특정행위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5]. 이 

이론은 건강관련 행위를 예측하는데 단순·명확하고 측정 가능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어[15], 금연의도와 관

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7,16]. 그러나 금연의도와 관련하

여 인간의 주관적 행위통제는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심리

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미치므로,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합리적 

행위이론의 기본변수만으로는 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17]. 특히 청소년의 금연행위는 환경적·심리적·인지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정[18]으로 형성된다. 인간의 환경적·심리적 

변수와 다차원적인 요인을 포함한 이론으로 Pender의 건강증진모형

[19]이 대표적이다. 이 건강증진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특성과 경험

은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 및 인간 상호간의 영향과 상황적 영

향을 통하여 발생하는 행위의도를 거쳐 행위결과로서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 행위이론[5]과 건강증진모형

[19]을 토대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를 예측하는 이론

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등학

교 남학생의 금연행위를 결정하는 금연의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금연 유도 방안 및 금연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에 대한 구조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특성화고

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 

요인을 검정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Ajzen과 Fishbein [5]의 합리적 행위이론, Pender [19]의 건강증진모

형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7,20]를 고찰하여 금연의도를 포함한 7

개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개

념적 기틀을 개발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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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지식, 환경적 요인과 자아존중감은 건강증진모형의 개인의 특

성과 경험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이며, 금연태도, 금연의 주관적 규

범과 금연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9,11,12,21]. 금연

태도, 금연의 주관적 규범과 금연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모형의 행

위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 영역에 해당되는 요소로 금연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7,10,21,22]. 한편, 합리적 행위이론[5]에 

의하면, 금연태도와 금연의 주관적 규범은 금연의도에 대한 직접적

인 설명요인이다[7,22,23]. 흡연지식과 자아존중감은 금연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21,24], 환경적 요인은 금연태도, 금연의 주관

적 규범과 금연 자기효능감을 통해 금연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12,19]. 이에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

연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금연의도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금

연태도, 금연의 주관적 규범과 금연 자기효능감을, 직 간접적인 요인

으로는 흡연지식과 자아존중감을,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

으로 구성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

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특성화고등학교 농업, 공업, 상업계열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의 표본크기는 

측정변수의 15배가 최소 권장수준일 때 피험자 수는 n=1.5×측정변

인의 수×(측정변인의 수+1)이다[25]. 본 연구의 측정변인의 수는 14

개로 315명 이상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총 413부로 권장 표본

크기 조건을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흡연지식

흡연지식은 Choo [26]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원저

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아니다’는 0점, 
‘그렇다’는 1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Choo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8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KR20은 .96이었다.

2)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부모흡연, 흡연친구 수, 가정경제, 학업성적 등의 단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Behavior-specific
cognitions and affect

Behavioral outcome

Smoking cessation
intention

Environmental factor
- Parental smoking
- Friend smoking
- Domestic economy level
- School record

Self-esteem
- General self
- Self in relation to peers
-
-

Self in relation to parents
Self in relation to school

Theory of reasoned action

Smoking knowledge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Subjective norm about
smoking cessation
- Vertical norm
- Horizontal norm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Health promotion model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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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흡연은 ‘전혀 안피움’ 1점에서 ‘하루 한

갑 이상 피움’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흡연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흡연친구 수는 ‘친한 친구 5명 중 흡연을 

하는 친구 수’에 대한 문항으로 ‘없음’이 1점에서 ‘5명’이 6점까지 6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하는 친구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

다. 가정경제는 “학생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에 대한 문항으로 ‘매우 잘 사는 편’이 1점에서 ‘매우 못사는 

편’이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의

미한다. 학업성적은 “학생의 성적은 반에서의 석차가 어느 정도인

가?”에 대한 문항으로 ‘20% 이내’가 1점에서 ‘81% 이상’이 5점까

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Jeon과 Choi [27]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

tory (SEI) 도구를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총 32문항으로 일반적 자아존중감 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9

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 9문항, 학교적 자아존중감 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당시 Cronbach’s a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95이었다.

4) 금연태도

금연태도는 Kim과 Chung [2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금

연태도 측정도구를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4문항으로 ‘정말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Kim과 Chung [28]의 연구에서 Cronbach’

s a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92이었다.

5) 금연의 주관적 규범

금연의 주관적 규범은 Jeong [22]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를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하였다. 금연의 주관적 규범은 수직적 규범(부모 혹은 교사 요

인)과 수평적 규범(형제 혹은 친구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

였다. 측정문항은 준거기준이 되는 사람이 금연을 강조하는 정도로

서 ‘내가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의 3문항이다. 이 도구는 ‘전

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 [22]

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수직적(부모) 규범이 .94, 수직적(교사) 

규범이 .96, 수평적 규범이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직적 규범(부

모 혹은 교사 요인) .84, 수평적 규범(형제 혹은 친구 요인) .89, 총 

주관적 규범 .92이었다.

6)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자기효능감은 DiClemente 등[8]이 Smoking Abstinence 

Self-Efficacy (SASE)를 개발하고 Kim [29]이 번안한 도구를 원 저

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전혀 

자신이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는 .98, Kim [29]의 연구에서는 .95이

었고, 본 연구에서 .95이었다.

7) 금연의도

금연의도는 금연실천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3개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담배를 끊을 의도가 있다”, “나는 금연

을 시도할 것이다”, “나는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간호학과 교수 3인과 금연전문가 1인이 내용타당

도와 의미 전달 여부, 어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고, 본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금연의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도구의 Cronbach’s a는 .75이었고, 본 연구

에서 .76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K대학교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 NO. CR-2015-0016-R) 승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13일에서 5월 29일까지이며, D시와 K도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10곳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학년간의 비율이 대략 1:1:1이 될 수 있도록 임의표집하였

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

다. 각 학교장의 허락과 협조를 구한 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과 자료의 비밀보장 및 연구 자료의 관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

한 후, 대상자의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보호자의 동의서

는 통신문의 형식으로 전달한 뒤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탈락자를 예상하

여 450명에게 자료 수집하였으며, 이중 413명(91.8%)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분이었으며, 자
료수집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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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WIN 

20.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은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 Kuder-Richardson 20 (KR20) 계수로 검정

하였으며, 타당도는 문항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요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

으며, 표본의 정규성은 평균, 편차, 왜도, 첨도로 검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자승치(c2), 표준카이자

승치(c2/df),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적합

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적합도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근사원소평균잔차(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근
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이용하였고, 가설적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성을 검토하

기 위하여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고정지수(Critical Ratio [CR]), p값

을 이용하였다. 금연의도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금연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학년은 1학년 139명

(33.7%), 2학년 142명(34.3%), 3학년 132명(32.0%)이며, 처음 담배

를 피운 시기는 중학교가 269명(65.1%)으로 가강 많았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5∼10개가 219명(53.0%), 5개 미만이 110명(26.6%)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180명(43.6%), ‘선배와 친구 

권유’가 132명(32.0%)이었다. 금연실패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204명(49.4%), ‘주위환경 유혹’이 77명(18.6%), ‘동기 부족’이 72명

(17.4%) 순으로 많았다. 금연교육 받은 경험은 ‘있다’가 353명

(85.5%)이며, 효과적인 금연교육 종류는 ‘금연교실’이 145명

(35.2%), ‘전문 강사 강의’가 88명(21.3%), ‘학교 선생님 강의’가 70

명(16.9%)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지식은 평균 0.73점(범위 0~1), 환경적 요인

은 평균 2.49점(범위 1~5), 자아존중감은 평균 3.53점(범위 1~5)이

었다. 금연태도는 평균 4.13점(범위 1~5), 금연의 주관적 규범은 평

균 3.57점(범위 1~5), 금연 자기효능감은 평균 3.88점(범위 1~5)이었

으며, 금연의도는 평균 3.94점(범위 1~5)이었다. 단일변량 정규성 검

정에서는 왜도와 첨도 값이 -.24∼1.51과 -1.30∼2.88로 절대값 

3~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여 구조모형 적합도를 검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성요인들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을 통한 적합도 지수 결과는 

c2=154.86 (df=53, p<.001), c2/df=2.92, GFI=.94, AGFI=.90, 
CFI=.97, NFI=.96, RMSR=.02, RMSEA=.06이었다. 표준 c2은 3이

하, GFI, AGFI, CFI, NFI는 .90이상, RMSR은 .05이하, RMSEA는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5]. 따라

서 본 연구 측정모형은 표본 수에 민감한 c2 통계량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정도를 확인하는 표준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13)

Variables Categories n (%)

Grade 1st 139 (33.7) 

2nd 142 (34.3)

3rd 132 (32.0)

Onset of smoking Elementary school 55 (13.4)

Middle school 269 (65.1)

High school 89 (21.5)

The number of ciga-
rettes smoked daily

〈5 cigarettes 110 (26.6)

5~10 cigarettes 219 (53.0)

11~20 cigarettes 65 (15.7)

〉20 cigarettes 19 (4.7)

Reasons for smoking Curiosity 180 (43.6)

Exhortation of friends and 
seniors

132 (32.0)

To reduce stress 39 (9.4)

Good tobacco taste 18 (4.4)

Cigarette advertising 14 (3.4)

Weight control 18 (4.4)

To look cool 12 (2.8)

Reasons for smoking 
cessation failure

Lack of intention 72 (17.4)

Weakness of will 204 (49.4)

Withdrawal symptoms 12 (2.9)

Seductive environment 77 (18.6)

Stress 35 (8.5)

Weight gain 13 (3.2)

Education in smoking 
cessation 

Yes 353 (85.5)

No 60 (14.5)

Effective smoking 

cessation education

School teacher lectures 70 (16.9)

Professional instructors 
 eaching

88 (21.3)

Audio-visual education 57 (13.8)

Smoking cessation 
 classroom

145 (35.2)

Others 5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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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요인적재량의 일반적인 기준은 .50이상이다[25]. 본 연구의 흡연

지식,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과 금연의도는 측정변수가 1개이므

로 요인적재량을 1로 지정하여 검증하였으며, 환경적 요인, 자아존중

감, 금연의 주관적 규범의 표준화계수는 .70∼.82로 집중타당성이 유

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는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구성개념들의 

CR값은 .70이상이므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이 있으며, AVE값은 .50이상으로 집중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간

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

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므로 문항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

을 만족하는 것[25]으로 검증되었다(Table 2). 

3.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c2=146.74 (df=62, p<.001), c2/df=2.36, GFI=.95, AGFI=.92, 
CFI=.98, NFI=.97, RMR=.02, RMSEA=.05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적합지수는 c2=146.74 (df=62, p<.001)을 제외한 모든 지표

들이 기준[25]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2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표준카이자승(normed chi-square [NC])인 c2/df 값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5].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c2/df 값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

였다. 

4.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과 효과분석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이론적 모델에 의해 도출된 가설적 구조

모형의 14개의 경로 중 11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금연태도에 

대해 흡연지식(b=.28, p=.006), 환경적 요인(b=-.41, p=.004), 자아

존중감(b=.21, p=.004)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59.2%였다. 금연의 주관적 규범에 대한 환경적 요인은 유의한 직접

효과(b=-.60, p=.004)가 있었으나, 흡연지식과 자아존중감은 유의

한 직접효과가 없었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만 57.4% 설명되었다. 

금연 자기효능감에 대한 흡연지식(b=.22, p=.004), 환경적 요인

(b=-.10, p=.016), 자아존중감(b=.63, p=.004)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78.1%였다. 금연의도에 대한 자아

존중감(b=.21, p=.004), 금연태도(b=.07, p=.043), 금연의 주관적 

규범(b=.07, p=.039), 금연 자기효능감(b=.66, p=.004)은 직접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흡연지식은 직접효과(b=.00, p=.992)가 유

의하지 않았다. 금연의도에 대한 흡연지식(b=.17, p=.004), 자아존

중감(b=.44, p=.004), 환경적 요인(b=-.14, p=.004)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총 5개의 변수가 금연의도를 87.2% 설명하였다(Ta-

ble 3, Figure 2).

Table 2. Convergent Validity of Latent Variables  (N=413)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C.R (p). AVE CR

Smoking knowledge 0~1 0.73±0.10 0.11 –0.61 1.00

Environmental factor 1~5 2.49±0.60 1.51 2.88 .69 .89

   Parental smoking 2.34±0.61 0.49 0.70 .82 .06 14.38 (<.001)

   Friend smoking 2.45±0.74 1.23 1.56 .72 .07 13.08 (<.001)

   Domestic economy level 2.47±0.77 0.59 0.84 .72 .07 13.07 (<.001) 

   School record 2.71±0.81 0.65 1.04 .70 - -

Self-esteem 1~5 3.53±0.45 -0.24 -1.30 .83 .95

   General self 3.64±0.57 -0.18 -0.86 .81 .08 15.96 (<.001)

   Self in relation to peers 3.45±0.52 0.13 -0.53 .80 .07 15.92 (<.001)

   Self in relation to parents 3.45±0.54 0.18 -0.89 .76 .07 15.08 (<.001)

   Self in relation to school 3.57±0.51 -0.21 -0.90 .73 - -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1~5 4.13±0.64 -0.12 -1.02 1.00

Subjective norm about smoking cessation 1~5 3.57±0.52 -0.12 -0.86 .92 .96

   Vertical norm 3.55±0.52 -0.01 -0.83 .82 .04 15.47 (<.001)

   Horizontal norm 3.58±0.56 -0.18 -0.66 .80 - -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1~5 3.88±0.53 -0.12 -0.27 1.00

Smoking cessation intention 1~5 3.94±0.53 -0.13 -0.41 1.00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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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규명하고자 Azjen과 Fishbein [5]의 합리적 행위이론과 

Pender [19]의 건강증진모형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

형의 적합도 및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지식, 환경적 요인과 자아존중감은 

금연태도와 금연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흡연 지식이 높을수록[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21], 
금연태도는 긍정적이고 금연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금연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1]와 일치한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흡연과 친구의 흡연이 적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금연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11]와 가정형편의 어려움과 성적부

진은 금연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1]와 일관

된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긍정적 금연태도와 금연 자

기효능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흡연에 대한 

지식의 정도, 흡연문화를 정확히 사정하고 이들 변인들을 고려한 프

로그램 개발과 중재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흡연하는 학생은 개인의 

흡연 습관성 정도를 파악하여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소그룹의 금연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지식과 자아존중감은 

금연의 주관적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환경적 요인이 금연

의 주관적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지식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흡연자는 주변사람들의 금연에 

대한 의견을 인식하고 따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예측인자로 

보고한 선행연구[12]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금연의 주관적 규범은 

금연의도 및 금연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개인이 지각하는 압력

이다. 이를 건강증진행위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떤 건강행위를 실

천하거나 혹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을 의

미한다[30]. 결국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해석되며, 특
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은 금연의 주관적 규범을 긍정적 의미보다는 사

회적 간섭의 부정적 의미로 인식하였다고 보여 진다. 이에 특성화고

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지식, 자아존중감과 금연의 주관적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흡연청소년에게 준거인의 비흡연은 금연에 대한 강한 메시

지를 전달하게 되며, 준거인이 금연에 성공한 경우 흡연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과 금연을 강조하는 준거인의 지지를 통해 금연의 주관적 

규범이 향상되어 금연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흡연하

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높이기 위

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자원체계를 활성화하여 금연문

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지식은 금연의도에 직

Table 3. Standardized Estimates, C.R., SMC,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413)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β)
S.E. C.R (p)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b (p) b (p) b (p)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Smoking knowledge .28 .09 3.92 (<.001) .28 (.006) .28 (.006) .59

Environmental factor  -.41 .07 -8.17 (<.001) -.41 (.004) -.41 (.004)

Self-esteem .21 .11  2.82 (.005) .21 (.004) .21 (.004)

Subjective norm about 

smoking cessation

Smoking knowledge .13 .09  1.61 (.105) .13 (.183) .13 (.183) .57

Environmental factor  -.60 .07 -9.31 (<.001) -.60 (.004) -.60 (.004)

Self-esteem .13 .10 1.45 (.148) .13 (.135) .13 (.135)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Smoking knowledge .22 .06 3.61 (<.001) .22 (.004) .22 (.004) .78

Environmental factor  -.10 .04 -2.99 (.003) -.10 (.016) -.10 (.016)

Self-esteem .63 .08 9.01 (<.001) .63 (.004) .63 (.004)

Smoking cessation 

intention

Smoking knowledge <.01 .04 0.01 (.992)  <.01 (.992) .17 (.004) .17 (.025) .87

Self-esteem .21 .07 3.44 (<.001) .21 (.004) .44 (.004) .64 (.004)

Environmental factor - - - - -.14 (.004) -.14 (.004)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07 .03 2.19 (.029) .07 (.043) .07 (.043)

Subjective norm about 

smoking cessation

.07 .03 2.24 (.025) .07 (.039) .07 (.039)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66 .04 14.96 (<.001) .66 (.004) .66 (.004)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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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이 없었으며, 자아존중감, 금연태도, 금연의 주관적 규범

과 금연 자기효능감은 금연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다. 

이들 변인 중에서 금연 자기효능감이 금연의도에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금연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금연의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금연의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7,22]와 일관된다. 

흡연지식은 금연의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금연태도

와 금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금연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금연에 대한 

높은 관심은 유도하지만 금연행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24]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은 

이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

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24], 흡연지식이 금연태도와 금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흡연지식을 선

행요인으로 금연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금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금연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그리고 금연태도와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금연의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전

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예

방과 금연유도를 위해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여 자아존중감

을 높일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금연태도는 금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으며, 금연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

동을 유도한다는 선행연구[23]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태도는 흡연관련 지식, 가정, 학
교 등의 사회적 환경과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 영

향요인을 사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긍정적인 금연태도를 형성하고 궁

극적으로는 금연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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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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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대중매체를 통해 흡연의 폐해, 흡연과 청소년범죄와의 관련성

에 대한 많은 홍보와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흡연관련 지식은 단

기간의 교육보다는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다양한 교육방

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흡연학생을 위한 실

천 가능한 금연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흡연하는 학생들의 낮은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금연의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인이 금연행위를 강조

하는 정도를 인지하도록 하여 금연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한 연구결과[22]와 일관된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 금연의 주

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어 금연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는 부모

와 친구, 교사 등 준거인의 존재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들 준거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금연을 직접 실천하고 흡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비흡연 친구들이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와 친한 흡연 친구들이 

금연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금연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개별 중재 및 그룹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금연 자기효능감은 금연의도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총 효과가 

가장 강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흡연지식, 환경적 요인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금

연 자기효능감에 가장 강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금연 

자기효능감은 금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10,21]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금연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금

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1]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금연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와 금연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흡연

을 통제하고 금연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보건교육 중재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지식과 자아존중감은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을 통해, 환경적 요

인은 금연태도, 금연의 주관적 규범, 금연 자기효능감을 통해 금연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아존중감, 금연태도, 금연의 주

관적 규범, 금연 자기효능감은 금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흡연지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흡연과 친구

흡연, 가정형편의 어려움과 학업성적 부진을 포함한 환경적 위험요인

이 낮을수록, 금연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의 주관적 규범과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지식, 환경적 요인, 자아존중감, 금연태도, 금연의 주

관적 규범, 금연 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점을 두고 중재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금연의도를 일으키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흡연율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을 초점으로 금연의도의 구조모형을 검

증한 유일한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

의 금연의도의 예측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금연행위를 유도하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연 자기

효능감이 금연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됨에 따라 금

연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흡연율이 높은 특성화 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

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검정하였으나 금연행위까

지 직접 측정하여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단면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변수간의 시

간적 선후관계 규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흡연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Ajzen과 Fishbein의 합리적 행위이

론과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

연의도에 대하여 87.2%의 설명력을 가지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금연태도, 금연의 주관적 규범과 금연 자기효능

감 이었으며, 흡연지식과 자아존중감은 금연태도와 금연 자기효능감

을 통해, 환경적 요인은 금연태도, 금연의 주관적 규범, 금연 자기효

능감을 통해 금연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금연 자기효

능감은 금연의도에, 자아존중감은 금연 자기효능감에 가장 강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

등학교 남학생의 금연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금연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요소인 금연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자아존중감, 금연태도, 금
연의 주관적 규범을 높이는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직접 요인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소로서 흡연지식과 환경적 요

인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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