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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ranstheoretical Model components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behavior and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preparation to quit smoking among college 
smok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24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survey variables comprised the stage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and decisional balance 
and process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cons 
of smoking, and the process of change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behavior. Cons 
of smoking and self liberation wer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preparation stage of smoking cessation. 
Conclusion: Strategies to enhance cons of smoking and self liberation in college smokers will be an important 
intervention component to prepare and plan smoking cessation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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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각종 질환의 이환과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폐

암을 비롯한 각종 암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뇌졸중 그리고 

관상동맥질환 등을 비롯하여 신체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Shin, Sarna, & Danao, 2003).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구역 설정, 

흡연광고 제한 및 담배 값 인상 등과 같은 흡연규제 정책과 

금연 홍보 및 흡연예방교육, 전국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설

치를 통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활동 등 각종 금연 관련 사업

과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10)의 

2010년 하반기 흡연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39.6%, 여성 흡연율은 2.2%로 과거에 

비해 감소되고 있는 반면 20~29세 성인에서는 남성 흡연율

이 40.9%, 여성 흡연율이 5.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규칙

적인 흡연 시작연령이 21.6세로 20~29세 성인에서는 남 녀 

각각 19.2세, 19.9세로 보고되어 대학생에 해당되는 연령

에서 흡연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대학생 시기는 흡연이 습관화 되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 중재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Waters, Harris, 

Hall, Nazir, & Waigand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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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년기에 해당되며 전통적인 건강

지표인 사망률과 이환율의 측정으로는 가장 건강한 시기이

다. 그러나 대학생은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강하여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관심사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건강

을 위협할 수 있는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음주 등을 경험

한다(Preston, Greene, & Irwin, 1990).

Kim 의 연구(Kim, Moon, & Han, 2002에서 인용됨)에서

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억압된 제약으

로부터 벗어나 대학이라는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미명아래 

음주와 흡연에 있어서 무제한적일만큼 자유롭게 방치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대학생활과 관련된 

학업, 사회적 활동의 적응 및 담배 회사의 대학생을 겨냥한 

흡연 관련 광고와 행사 등으로 대학생은 흡연에 친숙하게 

노출되어 있어 흡연 행동의 새로운 시작과 습관적 흡연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Otsuki, Tinsley, Chao, & Unger, 

2008; Rigotti, Moran, & Wechsler, 2005). 

대학생의 건강습관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시작과 함께 

성인 이후의 건강한 삶의 근원이 되므로 이 시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 확립은 중요하다. 

범 이론적 모델은 흡연, 운동, 영양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범 이론적 모델은 사람들이 행위를 변화시킬 때 행위 변화

를 위한 준비성의 정도를 시간적 차원에 따라 구분하여 일

련의 변화 단계, 즉 5단계로 6개월 이내에 행위 변화의 의

도가 없는 고려 전 단계(Precontemplation stage), 6개월 

이내에 행위 변화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고려단계

(Contemplation stage), 1개월 이내에 행위를 취할 의도가 

있는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 최근 6개월 이내에 행

위 변화가 이루어진 행동단계(Action stage) 및 새로운 행

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유지단계(Maintenance stage) 

등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Prochaska & DiClemente, 

1983). 모델은 개인이 건강행위를 하도록 변화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전략과정인 변화과정, 건강행

위 수행에 따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평가하는 의

사결정균형 그리고 결과 성취 수행능력에 중점을 둔 자기

효능감 등의 변수를 포함한다(Prochaska, Velicer, Dicle-

mente, & Fava, 1988). 

국내에서 범 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금연 관련 연구로는 

대부분이 청소년(Chang, Kim, Kil, Seomun, & Lee, 2005; 

Ham, 2007; Kim, 2006; Kim, Suh, & Ham, 2007; Park, 

Kim, & Lee, 2003)과 성인(Ahn, Yeun, Kwon, Chung, & 

Ryu, 2005; Chang et al., 2005; Son, 2005)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고 대상자의 변화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흡연행위

를 설명하고 효과적인 금연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Oh & Kim, 1996-a, 1996-b; Oh & Kim, 1997)는 소수에 불

과하며 이들 연구는 대부분 남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된 모

형을 사용하여 7개의 변화과정을 측정하였고 범 이론적 모

델의 주요 변수인 의사결정균형과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화 단계 중 행동 단계 및 유지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자

는 금연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단계로서 재 흡연 방지를 위

한 간헐적인 중재가 필요하지만 행위 변화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고려, 준비단계는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Chan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다른 연령에 비해 흡연율

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 이론

적 모델을 기초로 한 금연행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함으로서 흡연 대학생의 금연에 대한 준비 정도에 기

초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범 이론적 모델에

서 제시하고 있는 변화과정에 따른 범 이론적 모델의 주요 

변수를 검증하고 금연행위 변화를 위한 준비 유무에 따라 

준비 전 단계와 준비단계를 구분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파악한다.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

감, 의사결정균형 및 변화과정의 차이를 파악한다.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구분하

고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 

및 변화과정의 차이를 알아보며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설명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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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J시의 S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 

표출하였다. S대에 개설된 153개 일반 교양과정 강좌 중 10

개 강좌에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부한 후 502명으로 부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응답률, 91.2%). 그 중 금연행위 변화단계의 기준에 따라 

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 및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현재 흡연

자는 224명으로 파악되어 전체 참여자의 44.6%인 224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상자수는 ANOVA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인 .25로 하였을 때 159명이므로 

대상자 수는 충족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Ham (200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여 금연행위 변화단계,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 및 변화

과정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흡연 관

련 특성 3문항, 금연행위 변화단계 2문항, 자기효능감 5문

항, 의사결정균형 18문항, 변화과정 30문항으로 총 66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1) 금연행위 변화단계

변화단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흡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후 2단계에서 현재 흡연자는 고려 전 

단계, 고려단계, 준비단계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고려 전 

단계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연을 할 생각이 없는 단계를 

말한다. 고려단계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연을 시도할 생

각이 있는 단계를 말한다. 고려 전 단계와 고려단계는 행동

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의도 전 단계(preintention stage)에 

해당된다. 준비단계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금연 할 것을 고

려하고 있으며 금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의도단계

(intention stage)를 말한다. 

2) 자기효능감

여러 가지 유혹 상황에서 흡연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자신감 측정하는 것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m (2007)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 의사결정 균형

흡연행위에 대한 이익과 장애를 측정하는 것으로 흡연의 

이익을 묻는 9문항과 장애 요소를 묻는 9문항으로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매우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Ham (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8~.92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익 측정도구는 .86, 손실도구는 .85

이었다.

4) 변화과정

변화과정은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활동으로 경험적 과정과 행위

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적 과정은 행동과 관련된 

정서, 믿음, 가치 등 대상자의 인지적인 과정이며 행위적 

과정은 행동변화에 적용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Prochaska 

& Velicer, 1997) 경험적 과정에는 의식상승(conscious-

ness raising), 극적이완(dramatic relief). 자기 재평가(self- 

reevaluation), 환경 재평가(environmental reevaluation), 

사회적 해방(social liberation) 등의 5개 하부개념이 포함된

다. 행위적 과정에는 자기해방(self-liberation), 조력관계

(helping relationship), 역 조건형성(counter conditioning), 

재 강화관리(reenforcement management), 자극통제(sti-

mulus control) 등의 5개 하부개념이 포함된다(Prochaska 

et al., 1988). 의식상승은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

이나 이념, 장점을 발견하거나 배우는 과정으로 문제 행위

를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극적이완

은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는 경우 흡연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공포, 걱정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줄어

듦으로써 정서적 경험들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재

평가는 금연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하며 

문제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환경 재평가는 금연을 함으로써 환경에 끼칠 수 있

는 좋은 영향이나 흡연을 함으로써 환경에 끼칠 수 있는 나

쁜 영향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해방은 개

인적 변화를 지지하는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는 것으로서 

금연을 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가 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

을 말한다. 자기해방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이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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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나타내겠다고 계속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금연

을 하고자 본인이 마음을 먹는 과정을 말한다. 조력관계는 

문제 행위를 변화시키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과정으로 금연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역 조건형성은 문제행위

에 대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자극과 반응사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연결을 끊어줌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발

하는 것으로 즉, 흡연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이를 다

른 행동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 강화관리는 긍정

적 행위는 강화하고 부정적 행위는 처벌하는 과정으로 흡

연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

과 금연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식을 인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극통제는 문제 행위를 

유발하는 상황과 원인을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으로 흡연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을 없애려고 하는 과

정을 말한다(Lee, 2004). 도구는 10개의 변화과정에 각각 3

문항씩 포함되어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화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m (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67~.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개념별 도구의 신뢰도는 .70~.92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 6일부터 11월 28

일까지 이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대학생에게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으

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

리됨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은 x2 test를, 금연행위 변

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사결정 균형 및 변화과정의 

차이는 ANOVA와 Scheffe 사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금연

행위 변화단계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224명으로 금연행위 변화단계별 분포

는 고려 전 단계 91명(40.6%), 고려단계 93명(41.5%), 준비

단계 40명(17.9%) 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63명(72.8%), 여학생이 61명(27.2%)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22.34±2.40세로 범위는 19세에서 30세이었다. 학년

은 1학년이 79명(35.3%), 2학년이 76명(33.9%), 3학년 38

명(17.0%), 4학년 31명(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과

목은 인문계열이 113명(50.4%) 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133명(59.4%),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중인 경

우가 152명(67.9%),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

지 않은 경우가 168명(75.0%)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

는 좋은 경우가 96명(42.9%), 보통인 경우가 77명(34.4%),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51명(22.8%)로 나타났다.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유의

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

대상자의 흡연 시작 연령은 17~19세가 89명(39.7%), 

14~16세가 75명(33.5%), 20세 이상에서 47명(21.0%) 순으

로 나타났다. 흡연기간은 5년에서 9년인 경우가 109명

(48.7%)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 흡연량은 한 갑 이하가 109

명(48.7%), 한 갑인 경우가 102명(45.5%)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

성은 일일 흡연량(x2=14.25, p= .012)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2).

3.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범 이론적 모델 변수의 비교

흡연 대학생의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범 이론적 모

델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 및 변화과정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Table 3).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고려 전 단계

보다 고려 단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6.5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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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by Stage of Change (N=224)

  Variables
Total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Preparation

 x2 p
n (%)  n (%)  n (%)  n (%)

Gender
 Male
 Female

163 (72.8)
 61 (27.2)

 
70 (31.3)
21 (9.4)

 
62 (27.7)
31 (13.8)

 
31 (13.8)
 9 (4.0)

2.99 .224

Age (year)
 ≤20
 21~25
 ≥26

 
 69 (30.8)
133 (59.4)
22 (9.8)

 
30 (13.4)
50 (22.3)
11 (4.9)

 
24 (10.7)
61 (27.2)
 8 (3.6)

 
15 (6.7)
22 (9.8)
 3 (1.3)

3.28 .516†

Grade
 1
 2
 3
 4

 79 (35.3)
 76 (33.9)
 38 (17.0)
 31 (13.8)

 
37 (16.5)
26 (11.6)
14 (6.3)
14 (6.3)

 
27 (12.1)
40 (17.9)
17 (7.6)
 9 (4.0)

 
15 (6.7)
10 (4.5)
 7 (3.1)
 8 (3.6) 

8.45 .207

Major subject
 Natural science
 The humanities
 Art & physical education

 83 (37.1)
113 (50.4)
 28 (12.5)

38 (17.0)
45 (20.1)
 8 (3.6))

31 (13.8)
46 (20.5)
16 (7.1)

14 (6.3)
22 (9.8)
 4 (1.8)

3.76 .440†

Religion
 Have
 None

 91 (40.6)
133 (59.4)

 
31 (13.8)
60 (26.8)

 
41 (18.3)
52 (23.2)

 
19 (8.5)
21 (9.4)

2.86 .238

Family income (monthly)
 Well
 Moderate
 Poor

 41 (18.3)
152 (67.9)
 31 (13.8)

 
15 (6.7)
63 (28.1)
13 (5.8)

  
20 (8.9)
60 (26.8)
13 (5.8) 

  
 6 (2.7)
29 (12.9)
 5 (2.2) 

1.22 .883†

Household composition
 Living with both parents 

   or a single parent
 Not living with parents

 56 (25.0)

168 (75.0)

 
20 (8.9)
 
71 (31.7)

22 (9.8) 
 
71 (31.7)

14 (6.3) 
 
26 (11.6)

2.66 .264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96 (42.9) 
 77 (34.4)
 51 (22.8)

46 (20.5)
28 (12.5)
17 (7.6)

32 (14.3)
36 (16.1)
25 (11.2)

 
18 (8.0) 
13 (5.8)
 9 (4.0)

5.10 .277

Total 224 (100.0) 91 (40.6) 93 (41.5) 40 (17.9)   

†
Fisher's exact test.

.002). 의사결정균형에서 흡연의 장애 요소는 고려 전 단계

와 고려 단계 보다 준비 단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6.07, 

p=.003). 금연행위 변화단계별 변화과정은 경험적 과정

과 행위적 과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험적 

과정은 고려 전 단계보다 준비단계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F=9.69, p<.001), 행위적 과정은 고려 전 단계 보다 고려

단계와 준비단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13.49, p<.001). 

경험적 과정의 하부영역에서는 극적 이완(F=15.93, p< 

.001)과 자기재평가(F=17.0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려단계와 준비단계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 행위적 과정의 하부영역에서는 자기해방, 

역조건 형성, 재 강화관리, 자극통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자기해방(F=17.46, p<.001)과 자극통제(F=11.03, 

p<.001)에서는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려단계와 준비단계

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재 강화관리(F=3.45, p=.033)에서는 

고려 전 단계 보다 준비단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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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by Stage of Change (N=224)

 Variables
Total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Preparation

x2 p
n (%) n (%) n (%) n (%)

Age started smoking (year)
 ≤13
 14~6
 17~19
 ≥20

13 (5.8)
 75 (33.5)
 89 (39.7)
 47 (21.0)

 5 (2.2)
 30 (13.4)
 39 (17.4)
17 (7.6)

 5 (2.2)
 27 (12.1)
 39 (17.4)
22 (9.8)

 3 (1.3)
18 (8.0)
11 (4.9)
 8 (3.6)

 4.97 .550†

Duration of smoking (year)
 ＜1 
 1~4
 5~9
 ≥10 

17 (7.6)
 84 (37.5)
109 (48.7)
14 (6.3)

 6 (2.7)
 28 (12.5)
 50 (22.3)
 7 (3.1)

 8 (3.6)
 43 (19.2)
 38 (17.0)
 4 (1.8)

 3 (1.3)
13 (5.8)
21 (9.4)
 3 (1.3)

 6.63 .349†

Cigarettes per day
 ＜1 pack
 1 pack
 1 and half a pack
 ≥2 packs

109 (48.7)
102 (45.5)
11 (4.9)
 2 (0.9)

 31 (13.8)
 54 (24.1)
 5 (2.2)
 1 (0.4)

 54 (24.1)
 33 (14.7)
 5 (2.2)
 1 (0.4)

 24 (10.7)
15 (6.7)
 1 (0.4)
 0 (0.0)

14.25 .012†

†
Fisher's exact test.

Table 3. Mean Differences of the TTM Variables Based on Stage of Change (N=224)

  Variables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Preparation

 F   p Scheffe
M±SD M±SD M±SD

Self-efficacy 2.78 (1.20) 3.30 (0.86) 3.28 (1.01)  6.52 .002 PC＜C

Decisional balance
 Pros of smoking
 Cons of smoking

3.08 (0.83)
3.70 (0.74)

2.84 (0.63)
3.78 (0.61)

2.86 (0.63)
4.13 (0.52)

 2.89
 6.07

.057

.003 PC, C＜P

Processes of change 
 Experiential 
 Consciousness raising
 Dramatic relief
 Self-reevaluation
 Environmental reevaluation
 Social liberation

3.28 (0.48)
3.92 (0.63)
2.73 (0.77)
2.46 (0.89)
3.59 (0.70)
3.72 (0.90)

3.52 (0.57)
3.81 (0.82)
3.20 (0.79)
3.09 (1.01)
3.79 (0.69)
3.70 (0.80)

3.72 (0.61)
3.94 (0.72)
3.52 (0.85)
3.43 (1.01)
3.88 (0.81)
3.83 (0.75)

 9.69
 0.74
15.93
17.07
 2.95
 0.33

＜.001
.474

＜.001
＜.001

.054
 .718

PC＜P

PC＜C, P
PC＜C, P

Behavioral
 Self-liberation 
 Helping relationships
 Counter conditioning
 Reinforcement management
 Stimulus control

3.01 (0.50)
2.93 (0.89)
3.37 (0.90)
3.01 (0.85)
3.61 (0.80)
2.13 (0.76)

3.33 (0.52)
3.44 (0.69)
3.51 (0.83)
3.27 (0.82)
3.84 (0.78)
2.61 (0.87)

3.46 (0.58)
3.75 (0.79)
3.48 (0.83)
3.35 (0.83)
3.98 (0.78)
2.76 (0.89)

13.49
17.46
 0.62
 3.30
 3.45
11.03

＜.001
＜.001
 .537
.038
.033

＜.001

PC＜C, P
PC＜C, P

PC＜P
PC＜C, P

4. 금연 준비단계 관련 요인

금연 준비단계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화 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

로 하고 종속변수는 금연행위 변화를 위한 준비 유무에 따

라 고려 전/ 고려단계와 준비단계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본 연구에서 분석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 본 결

과 -2LL 값이 177.95이었고 Hosmer-Lemeshow의 통계

량 x2=6.350 (df=8, p= .6.08)로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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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related to Stage of Change† (N=224)

B SE p OR 95% CI

Self-efficacy -0.18 .22 .428 0.83 0.53~1.30

Cons 1.00 .42 .018 2.73 1.18~6.31

Dramatic relief 0.17 .29 .551 1.19 0.66~2.13

Self-reevaluation 0.29 .24 .216 1.34 0.84~2.15

Self-liberation 0.81 .30 .007 2.26 1.24~4.10

Counter conditioning 0.19 .27 .478 1.21 0.71~2.07

Reinforcement management -0.48 .33 .153 0.61 0.31~1.19

Stimulus control 0.19 .23 .424 1.20 0.75~1.92

Cigarettes per day‡

 Above 1 pack
 Less 1 pack 0.21 .40

 

.602
1.00
1.23 0.56~2.72

†
Stage of change was coded as precontemplation & contemplation (0) vs. preparation (1); 

‡
Cigarettes per day was coded as above 1 pack (0) vs. less 

1 pack (1)

합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82.6%이었고 

Nagelkerke's R2 값은 .220으로 본 회귀모형은 대상자의 금

연행위 분산의 약 2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금연 준비단계와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으로는 

의사결정균형에서 장애요소(odds ratio=2.73, p=.018), 자

기해방(odds ratio=2.26, p=.007)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

에 대한 장애 요소 점수가 높을수록 2.73배, 자기해방 점수

가 높을수록 2.26배로 금연행위 변화를 계획하는 준비단계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범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3단계로 나누어 범 이론적 모델의 

구성 변수인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 및 변화과정의 차이

를 알아보고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변화단계별 분포는 고려 전/ 고려단계 

82.1%, 준비단계 17.9%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Son (2005)의 연구에서 고려 전/ 고려단계 84.7% 준비

단계 15.2%의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03)의 연구에서 고려 전/ 고려단계 

64.0%, 준비단계 36.0%, Oh와 Kim (1996-a)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고려 전/ 고려단계 35%, 준비단계 65%

에 비해 고려 전 단계와 고려단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금연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은 

일일 흡연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대상자의 일일 

흡연량의 분포는 고련 전 단계와 고려단계에서 많이 차지

했고 준비단계에서는 적게 분포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Park 등(2003)의 연구에서 일일 흡연량과 금연행

위 변화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상자들이 고려 

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이동하면서 일일 흡연량이 감소하

였음을 보고한 결과와 부합된다.

자기효능감은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는데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려 단계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어떤 특정한 행위

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각된 개인의 자신감으로 선행연구

(Froelicher & Kozuki, 2002; Ham, 2007; Kim, 2006; Kim 

et al., 2007; Park et al., 2003; Yalcinkaya-Alkar & Karanci, 

2007)에서 행위 변화의 성공과 관련이 있고 고려전 단계에

서 유지 단계로 변화단계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며 행위변화 

단계의 이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부합된다. 

자기효능감은 상황에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

본적으로 흡연행위 변화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다

른 형태의 자기효능감이 존재한다(Froelicher & Kozuki, 

2002). 고려 전 단계에 있는 흡연자는 다른 단계에 있는 흡

연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아 금연을 채택하기가 어렵다

(Ham, 2007). 따라서 고려 전 단계의 흡연자에서는 금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금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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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항감을 낮출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중재 전략이 필요

하다. 또한 준비 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고려 

전 단계로 돌아가기 쉬우므로(Schuz, Sniehotta, Mallach, 

Wiedemann, & Schwarzer, 2009). 금연을 시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시작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의사결정균형은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흡연의 장애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준비 단계에서 흡연

의 장애 요소가 고려 전 단계와 고려 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흡연의 이익에서는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성인 흡연자를 대

상으로 한 Hazen, Mannino와 Clayton (2008)의 연구에서 

흡연의 이익은 변화 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흡

연의 장애 요소는 고려 전 단계에 비해 준비단계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나 흡연에 대한 장애 요소는 초기 변화단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Macnee & 

McCabe, 2004).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Chang et al., 

2005; Ham, 2007; Kim et al., 2007; Park et al., 2003; Son, 

2005; Yalcinkaya-Alkar & Karanci, 2007)에서는 흡연의 이

익과 장애 요소가 변화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변화

단계가 진행되면서 흡연의 이익은 감소하고 장애 요소는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2006)의 연구에서는 흡연의 이익은 고려 전 단계에서 유의

하게 높았으나 흡연의 장애 요소는 변화 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연구결과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

는 청소년은 흡연이 또래 친구를 사귀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거나 학업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나온 결과(Park et al., 2003)로 생각되며 

추후 청소년, 대학생, 성인 및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

른 의사결정 균형을 비교하는 흡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Prochaska et al., 1994)에

서는 흡연의 이익과 장애가 고려 단계에서는 거의 비슷하

고 고려 단계 또는 준비 단계에서 흡연의 이익과 장애 간에 

교차가 일어나며 이후 변화단계가 진행되면서 흡연의 장애

가 이익을 앞선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연행

위 변화단계 모두에서 흡연 이익의 평균 점수에 비해 흡연 

장애 점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흡연 대학생들은 흡연으

로 인한 이익보다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2001년에 금연정책

을 발표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캠페인 및 학교, 보건

소, 공공기관에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전개하여 온 결

과를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흡연 대학생이 금연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준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흡연과 관련된 영향이 얼마나 유해하고 

심각한지를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흡연에 대한 장애

요소를 강조하는 내용이 중재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변화과정은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경험적 과정과 행

위적 과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험적 과정

은 고려 전 단계에 비해 준비 단계에서, 행위적 과정은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려 단계와 준비 단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Gil et al., 2002)에서고려 단계와 준비 단계

에 있는 개인은 고려 전 단계에 있는 개인 보다 훨씬 더 금연

을 위한 경험적 과정과 행위적 과정을 사용하며 고려 전 단

계에 있는 개인은 변화 과정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

와 부합된다(Froelicher & Kozuki, 2002; Oh & Kim, 1997; 

Son,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화 단계에서 경험

적 과정이 행위적 과정 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

험적 과정은 행동 전(pre-action) 단계에서 강조되고 변화

를 막 준비하는 금연 초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지적 

전략(Pallonen, 1998; Prochaska et al., 1988)으로 본 연구

의 대상자 모두가 현재 흡연자로서 변화단계의 초기에 해

당하므로 경험적 과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변화과정의 하부 영역에서 경험적 과정에서는 극적 이

완과 자기재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고려 전 단

계에 비해 고려단계와 준비단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Oh & Kim, 1997; Son, 2005)에서 고려단계에 있

는 대상자는 금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흡연에 대

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많이 경험함으로 극적 이완을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부합된다. 또한 극

적 이완과 자기재평가는 선행연구(Hoeppner et al., 2006; 

Kim et al., 2007)에서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려단계, 준비

단계에서 높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합되었는데, 이는 

고려, 준비 단계의 대상자는 흡연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금

연에 대한 결심을 유도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

성의 일부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

함(Lee, 2004)으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Hoeppner et al., 2006; Kim, 2006; Park et al., 

2003)에서는 의식고양 변화기전은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

려단계와 준비단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

였고 Prochaska와 Velicer (1997)는 고려 전 단계에서 고려 

단계로 개인이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의식고양, 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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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등과 같은 변화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의식고양은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이나 이념, 장점을 발견하거나 배

우는 과정으로 문제행위를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화단계에 있는 흡연 

대학생에게서 다른 경험적 변화과정에 비해 점수는 높았으

나 변화 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사업으로 인해 흡연대학생들은 

흡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흡연 대학생들이 고려 전 단계에서 고려단계

와 준비단계로 변화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의 문제 행위와 

관련된 정서적 표현과 문제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지적 정

서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극적 이완과 자기재평가 등의 

변화기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행위적 과정은 자기해방과 자극통제 변화과

정이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려단계와 준비단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해방은 준비단계(Ahn et al., 2005; 

Park et al., 2003)에서, 자극통제는 고려단계(Oh & Kim, 

1997)에서 많이 사용하는 변화기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Pallonen (1998)의 연구에서 고려 전 단계에서 고려

단계로, 고려단계에서 준비단계로 이행시 자기해방을 많이 

이용함을 보고하였고 또한 Ham (2007)의 연구에서 자극통

제 변화 기전은 고려 전 단계에 비해 고려단계와 준비단계

에서 높게 나타났음 보고한 결과와 부합된다. 따라서 개인

이 금연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심을 갖고 흡연을 하고 싶

은 충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은 금연에 대한 동기와 준

비를 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 강화관리는 본 연구에

서 고려 전 단계 보다 준비단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Kim, 2006; Kim et al., 2007; Son, 2005)에서 재 

강화관리 변화기전이 고려 전 단계의 대상자 보다 준비단

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보고한 결과와 부합한다. 재 강화관

리는 흡연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정

적 인식과 금연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

는 좋은 인식을 인지하는 과정으로 금연을 계획하고 준비

하는데 있어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은 금연을 

실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 강화관리(Ham, 2007)와 자극

통제 및 자기해방(Park et al., 2003) 변화기전은 변화 단계

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범이론적 모델이 개발 당시 성인을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 흡연대학생의 특성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유의한 요인으로 

흡연에 대한 장애 요소와 자기해방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

에 대한 장애 요소의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해방 점수가 높

을수록 준비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h와 Kim (1996-a)의 연구에

서 고려 전 단계와 고려 단계 및 준비단계를 구분 할 수 있는 

변화 기전으로서 자기해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전체의 

25%를 설명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Ahn 등(2005)의 연구에서 금연 준비단계를 중

심으로 고려전/고려 단계와 준비 단계를 구분하여 변화단

계를 유력하게 판별할 수 있는 변수로 흡연의 이득적 평가

와 장애적 평가, 자아재평가 및 자아해방이라고 보고한 결

과와 부분적으로 부합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금연 준비

단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은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Ahn et al., 

2005; Park et al., 2003)에서는 금연행위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흡연시작 연령, 흡연기간, 연령 등을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여 추후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금연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은 고려 전/고려 단계에 있는 대상자가 금연을 계획하

고 준비할 수 있도록 흡연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정적인 

측면인 흡연에 대한 장애 요소를 강조하고 금연 서약서 등

을 활용한 금연에 대한 자신의 결의를 다짐하며 자신의 금

연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서 금연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수행을 표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흡연은 각종 질환의 이환과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다. 국

가적 차원의 금연사업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20대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대학생 시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의 형성은 

성인 이후의 건강한 삶의 근원이 되므로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유의

한 요인으로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인 장애 요소와 변

화과정의 행위적 요소에 해당하는 자아해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대학생이 금연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하고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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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흡연대학

생의 금연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하

여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확인하고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변화단계에 맞는 대처전략을 살펴보

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적인 

연구로서 일개 대학의 흡연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행

위 변화단계 중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가 적어 연

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연행위 변화단계 별로 범 이론적 모델 변수의 변

화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대표성 있는 표

본을 선택하여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한 개별화

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후속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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