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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교 근무자를 상으로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 다. 연구

상은 G 역시와 J도에 소재한 제조업 2곳에 근무하는 교  근무자  흡연자 15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상자의 니코틴의존도는 등도 의존이 23.4%, 증 의존이 14.3% 다. 니코틴 의존도는 

성별, 질병유무,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니코틴 의존도는 직무스트 스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친 변인을 회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 스, 성별, 질

병유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43.9%의 설명력을 보 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을 고려해서 교 근무자들

을 상으로 연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심어 :∣교대 근무자∣니코틴 의존도∣

Abstract

The factors influencing nicotine dependence of smoking shift workers (154 samples), working 

in manufacturing industry, were investigated. 23.4% of the sample showed moderate nicotine 

dependence while 14.3% did severe dependence. Nicotine depende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sex, disease, and health condition an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stress, sex, and disease were identified as the 

influential factors, explaining 43.9%, and should be the basis for intervention to reduce nicotine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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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평균 

흡연율인 20.7%보다 높은 실정이며 특히 성인 남성 흡

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13년 42.1%로 감소하 으

나, 30 와 40  남성흡연율은 각각 54.5%, 48.0%로 높

게 나타나 년층 남성의 흡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

정이다[1]. 직업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나 

문가  련 종사자에 비해 교 근무자가 많은 매종

사자, 기능원, 장치ㆍ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흡연율

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2].

흡연은  세계가 인식하는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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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며, 잘못된 건강습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

히 흡연율은 높고, 다수의 흡연가들은 연을 원하나 

니코틴 의존성 때문에 지속 인 연을 유지하기 어렵

다[3].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향을 받아 

흡연량이 많아지고 흡연기간이 길어지면 니코틴 의존

도가 높아지고[4],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연 성공

이 높고 연상태 유지율이 높다[5]. 따라서 효과 인 

연을 돕기 해서는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 

흡연은 직장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  사회  스

트 스를 처하는 해소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

무스트 스와 흡연이 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3]. 한 직무스트 스 외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군

의 니코틴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문제음주와 니코틴 의

존도 간에 상승 인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교  근무자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수면의 질

이 떨어지고 불면증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 비교  근무자 보다 우울 성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8]. 우울은 습 성 흡연 등의 불건

강 행동을 래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9], 그 외에

도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 , 직업, 스트 스, 음주가 

흡연율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흡연률은 기존 선행연구들[3][11]에 의하면 교 근무

자가 비교  근무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나쁜 식습 , 수면부족, 잦은 음주, 각

종 암, 스트 스 반응, 불안, 산업재해 등도 교 근무자

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13].

하지만 흡연과 련된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 성인 남

성 상[14]의 연구  청소년흡연[15] 여성흡연[13]에 

한 연구들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교  근무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  근무자를 

상으로 니코틴 의존도 정도와 직무스트 스, 수면의 질, 

문제음주  우울이 니코틴 의존도 미치는 향을 악

해 보고 이를 통해 교  근무자의 흡연 방에 포

이고 성공 인 연 로그램 개발 시 기 자료로 활용

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

이를 확인한다. 

2) 상자의 흡연 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상자의 직무스트 스, 수면의 질, 문제음주, 우

울과 니코틴 의존도 정도  련변수 간의 상  

계를 확인한다. 

4) 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연구 상자는 G 역시와 J도에 소재한 교 근무 조

건이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2곳 상으로 편의 추출

하 으며 재 흡연을 하는 교 근무자를 상으로 

2014년 9월 15일∼9월19일에 실시하 다. 사 에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기 해 생명 윤리 원

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심의를 거쳤다 

(IRB심의번호:1041485-201408 HR -003-01). 해당 제

조업 담당자의 조를 구한 뒤 상자에게 연구 목 과 

참여과정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되어질 것과 설문

참가 상자의 비 보장을 해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체 170부를 상으로 하 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54부를 최종 분석

하 다. 상자수는 G-power 3.1.5 program을 사용 하

여 다 회귀 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

과, 유의수  .05, 간효과인 .15, 검정력을 .80로 유지

했을 때 최소 표본수는 85명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상

자수는 연구 목 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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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2.1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의존도(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 

dence, FTND)은 An 등[16]이 수정개발한도구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범

는 0∼10 으로 각 문항의 수를 합한 총 이 높을

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이하는 가

벼운 의존, 4∼6 은 등도 의존, 7  이상은 증 의

존으로 분류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s α

=.6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

다. 

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 스 측정을 해 Jang 등[17]이 개발한 단

축형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Short Form of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F-KOSS)를 사용

하 다. 직무스트 스는 총24문항으로, 직무요구, 직무

자율, 직무불안정, 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 , 직

장문화의 총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OSS -SF

는 Likert 4  척도로 ‘  그 지 않다’는 ‘1 ’, ‘그

지 않다’는 ‘2 ’, ‘그 다’는 ‘3 ’, ‘매우 그 다’는 ‘4 ’

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직무스트 스 요인 측정 방

법에 따라 각 역별로 100 으로 환산하 고,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00 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하 다. 개발당시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91

다. 

2.3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Yi[18]가 개발한 수면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28개 문항으로 불충분한 수

면으로 인한 주간 기능장애, 수면 후 회복, 잠들기 어려

움, 일어나기 어려움, 수면 만족도, 수면 유지의 어려움

의 총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 지 않다’는 ‘0 ’, ‘가끔 그 다’는 ‘1 ’, ‘자주 그

다’는 ‘2 ’, ‘거의 항상 그 다’는 ‘3 ’까지의 4  Likert 

척도로 최소 0 에서 최고 84까지이다. 수가 높을수

록 수면의 질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2.4 문제 음주 

1989년 WHO[19]에서 개발된 알코올 문제 선별도구 

(Alcohol Use Identification Test: AUDIT)의 한국어

으로 음주정도 3문항, 알콜의존 3문항, 유해음주 4문항

의 3개의 하 요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수 범 는 0∼40 으로 1∼8번 문항은 5  Likert 척

도(0∼4 ), 9∼10번 문항은 3  Likert 척도(0, 2, 4 )

이며, 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심각해짐을 의미한

다. AUDIT 검사의 단값은 서양의 경우 8  미만이

고, 한국 독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기 에 의하면 정

상음주군(남성 0∼9 , 여성 0∼5 ), 문제음주군(남성

10∼19 , 여성 6∼9 ), 알콜사용장애 추정군(남성20

∼40 , 여성 10∼40 )으로 분류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 다. 

2.5 우울 

우울은 Radloff[20]이 개발하고 Chon 등[21]에 의해 

번안된 한국 (Center for Epidem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CES-D는 상자들의 우울 증상 빈도를 측정하는 20문

항 설문지로 지난 한달 동안에 각 문항의 증상을 얼마

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따라 0∼3 까지 할당되며 측정 

가능한 범 는 총 0∼60 이다. 정 인 감정을 측정

하는 4문항은 역으로 수화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Radloff는 우울 

단 을 16  이상으로 보았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2 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 17.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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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M±SD t or F P Schef
fe

연령
 

20세이하 66(42.9) 3.38±1.98 0.781 .460

30대 51(33.1) 3.53±2.67

40세이상 37(24.0) 3.24±2.66

성별 
　

남성 109(70.8) 3.98±2.43 6.149 <.001 　

여성 45(29.2) 1.98±1.53 　 　 　

결혼
상태 

기혼 65(42.2) 3.51±2.66 0.495 .621

미혼 89(57.8) 3.31±2.17

종교
있음 78(50.7) 3.46±2.45 0.318 .751 　

없음 76(49.3) 3.33±2.33 　 　 　

최종
학력 

고졸이하 19(12.3) 3.47±1.68 0.102 .903

전문대졸 81(52.6) 3.46±2.54

대졸이상 54(35.0) 3.28±2.37

근무
기간 
　

1년미만 19(12.3) 4.42±2.73 1.110 .347 　

1~5년미만 64(41.6) 3.52±2.50

5~10년미만 21(13.6) 3.24±2.64

10년이상 50(32.5) 2.92±1.85 　 　 　

주당
근무
시간

50시간이하 10(6.5) 3.70±2.95 0.416 .678

51시간이상 144(93.5) 3.38±2.35

 월
평균
소득 
　

100∼200만원 
미만 

44(28.6) 2.66±1.96 1.754 .158 　

200∼300만원 
미만 

52(33.8) 3.50±2.22

300∼400만원 
미만 

33(21.4) 4.06±2.56

400만원 이상 25(16.2) 3.60±2.90 　 　 　

질병
유무

예 25(16.2) 2.16±1.65 -3.750 <.001

아니오 129(83.8) 3.64±2.43

건강
상태
　

건강한 편 57(37.0) 3.09±2.18 4.395 .014 (b>c)

보통 b 57(37.0) 4.19±2.70

건강하지 못한편 c 40(26.0) 2.70±1.86 　 　 　

평소
운동

전혀하지 않음 69(44.8) 3.04±2.28 1.376 .256

주1회 55(35.7) 3.69±2.38

주2∼3회 이상 30(19.5) 3.67±2.58 　

특성     구분  n(%) M±SD t or F P Scheffe
총
흡연
기간 

5년 미만 20(13.0) 3.60±2.44 0.162 .922

5∼10년 미만 45(29.2) 3.44±2.51

10∼20년 미만 57(37.0) 3.42±2.49

20년 이상 32(20.8) 3.16±2.05

하루
흡연
량 

10개비 이하a 48(31) 1.09±0.16 76.802 <.001 (a<b<c)

11∼20개비 
이하b

79(51.3) 1.68±0.19

21개비이상c 27(17.5) 2.32±0.45

1) 상자의 일반  특성, 흡연 련 특성은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2) 상자의 흡연 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차

이는 t검정  ANOVA을 실시하 으며 사후검정

은 Scheffe test를 통해 분석하 다. 

3) 상자의 직무스트 스, 수면의 질, 문제음주, 우

울과 니코틴 의존도와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4) 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니코틴 의존도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 다. 니

코틴의존도에 한 단계  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과 다 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 - 

Watson값이 0.929 으며, 다 공선성의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계  다 회귀분석

을 시행하기 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정도 

일반  특성에 따라 니코틴 의존도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6.149, p<.001), 질병유

무의 경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t=-3.750, p<.001).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사후검정 결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니코틴 의존도

가 높게 나타났다(F=4.395, p=.014)[표 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정도

                                            (N=154)

2.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정도

상자의 흡연 련 특성에 따라 니코틴 의존도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하루 흡연량

(F=76.802, p<.001)과 흡연이유(F=20.964, p<.001)로 나

타났다. 하루 흡연량의 경우 하루에 흡연하는 담배 개

비수가 증가함에 따라 니코틴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흡연이유는 본인이 니코틴에 독이 되어

서가 습  혹은 스트 스 때문이라는 것보다 높게 나

타났다[표 2].

   

표 2. 흡연관련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정도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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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연
이유

스트레스a 55(35.7) 2.47±2.07 20.964 <.001 (a,b<c)

습관b 94(61.0) 3.66±2.19

니코틴 중독c   5(3.2) 8.60±0.55 　 　 　

금연
의향 

있다 131(85.1) 3.55±2.42 1.925 .056 　

없다 23(14.9) 2.52±1.97 　 　 　

3. 니코틴 의존도 

상자들의 니코틴 의존도 조사결과 평균 3.40± 2.38

(10 만 ) 으로, 가벼운 의존이 96명(62.3%), 등도 

의존이 36명(23.4%), 증 의존이 22명(14.3%)으로 나

타났다[표 3].

표 3. 니코틴 의존도                          (N=154)

항   목 n % M±SD

가벼운 의존(3점 이하) 96 62.3

3.40±2.38중등도 의존(4-6점) 36 23.4

중증 의존(7점 이상) 22 14.3

4. 직무스트레스,수면의 질,문제음주 및 우울 정도

상자의 직무스트 스, 수면의 질 , 우울정도를 분석

한 결과 직무스트 스는 50.90± 10.73 으로 나타났으

며, 직무자율, 조직체계, 직무요구, 보상부 이 총 직

무스트 스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54.53±9.45 , 문제음주는 11.95±6.02 , 우울은 16.20± 

5.61 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문제음주, 우울

                                          (N=154)

항  목 M±SD Min Max

직무
스트
레스 

직무요구 52.27±14.65 25 83

직무자율 58.66±11.31 33 83

관계갈등 44.52±17.07 0 67

직무불안정 49.68±15.88 33 83

조직체계 53.03±14.22 25 83

보상부적절 51.30±14.22 22 100

직장문화 46.86±12.43 17 83

총 직무스트레스 50.90±10.73 20 100

수면의 질 54.53±9.45 0 84

문제 음주 11.95±6.02 0 40

우 울 16.20±5.61 0 60

5. 관련변인과 니코틴 의존도와의 상관관계

교 근무자의 니코틴의존도와 련 변수들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 스 (r=.444, p<.001)

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과 우울(r=-.362, p<.001)도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5.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N=154)

항 목 
니코틴 
의존도
(r/p)

직   무
스트 스
(r/p)

수면
의질
(r/p)

문제
음주
(r/p)

우울
(r/p)

니코틴 
의존도

1
.444

(<.001)*
.005
(.953)

.139
(.086)

.048
(.556)

직    무
스트레스

1
.033
(.688)

.106
(.191)

.141
(.080)

수면의 질 1
-.082
(.312)

-.362
(<.001)

음주 1
0.148
(.067)

우울 1

6. 니코틴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  근무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기 해 변수들의 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니코틴 의존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  회귀분석결과 직무스트 스 (β

=0.330, p<.001), 남성(β=0.383, p<.001), 질병이 있는 경

우(β=-0.266, p<.001)가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남

성인 경우, 흡연하는 이유가 니코틴 독인 경우가 니

코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이 없는 경우가 

질병이 있는 경우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합도에 한 F통계량은 

30.895(p<.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54)

항 목 Β SE β t p
상 수 -1.577 .744 -2.119 .036*

직무스트레스 .073 .014 .330 5.233 <.001**

성별 2.001 .327 .383 6.119 <.001**

질병유무 -1.714 .402 -.266 -4.268 <.001**

F=30.895(p<.001), Adj R2=.439

*p<.05, **p<.001, Dummy coded(성별: 남성=1, 여성=0, 질병유무: 예=1, 
아니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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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교  근무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흡연량 감소  효과 인 연

로그램을 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 근무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평균 

3.40 이었다. 그  여성교 근로자의 니코틴 의존도

는 1.98 으로 20～30 의 미혼 여 생과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상으로 한 Kim[22]의 연구에서 나타난 2.77

보다 낮게 나타났다. 남성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3.98 으로 Kim[14] 3.95 과 산업장 남성흡연근로자

[23] 3.90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근무형태에 따른 니코틴의존도 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는 힘들지만 교 근무 형태에 따라 교 근무 부

응으로 흡연과 같은 건강행태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고[24], 교 근무자는 비교 근무자보다 흡연

습 [25]과 흡연율이[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상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등도 의존이 23.4%, 

증 의존을 보인 상자가 1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 근무자들의 니코틴 의존도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교  근무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은 직무스트 스, 성별, 질병유무로 나타났다. 직무스트

스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스트 스가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다는 연구[3]와 

일치하 다. 직무스트 스 평균 수는 50.9 으로 직

무자율, 조직체계, 직무요구, 보상부  하부요인은 평

균값이상으로 직무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내의 의사결정권 제한과, 다른 부서와의 조직

계, 승진, 근무평가에 한 불만, 보상  자기개발 기

회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 근로자 

상연구 결과에서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  요

인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27]. 비교  생산직 근로

자를 상으로 한 연구의[28] 평균 수 44.5 과 사무

직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의[29] 평균 수 40.1  

보다 높았다. 그 외에도 부산지역에 있는 3개 철강제조

업 근로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  근무군이 비교

 근무군보다 스트 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12]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따라서 교  근

무자들의 직무스트 스를 낮추어주기 해서는 정기

인 직무스트 스 평가를 통해 직무스트 스 정도와 요

구를 악하여 최 한 교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 하

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작업환경 조성 등 

그에 따른 한 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직무스트 스외에 성별이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남성 교  근무자가 여성 교

근무자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고,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30]

와 학생 상으로 한 연구[3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

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향후 연 로그램 진행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요구되며, 특히 상 으로 한 

남성의 흡연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성별 외에 질병유무도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주는 

변수로 ‘질병이 있는 경우’보다 ‘질병이 없는 경우’가 니

코틴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의 경우 질병

이 없는 경우에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32],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연의향이 높다는 연구결과

와[33]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 에서 질병

이 있는 경우 연을 시도하거나 연을 실천하여 건강

수 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건강유무에 따라 일 된 연

재 로그램이 아닌 건강한 교 근무자의 경우 연에 

한 동기유발 진 로그램 심으로, 건강문제로 

연을 시도하는 교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유지 로그

램 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 수면의 질은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선행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가 힘들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교

근무자들이 비교 근무자들에 비해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2]도 있고, 흡연여부가 

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어서[34] 향후 수면의 질이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주는지에 한 반복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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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가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흡연자를 

상으로 한 연구[5]에서 니코틴의존에 음주횟수, 음주량

이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  근무 근로자

의 문제음주 평균 수는 11.9 으로 일반성인 남성 

상[35] 평균 수 7.41 보다 높고 문제음주군의 단

인 남성 10 , 여성 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  근

무자의 경우 비교  근무자에 비해서 졸림 상, 불면

증, 수면부족, 피로 등으로 근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업무상 사고 발생 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36] 

교  근무자가 음주문제까지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음주문제가 있는 교 근무

자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22]에서 흡연

자의 우울성향이 니코틴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며, 성인 남성의 흡연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9]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 

평균 수는 16.2 으로 우리나라 체 성인인구 우울 

평균 수 10.57[37]보다 높고 우울 단 인 16 에 해

당이 되고, 교 근무가 근로자의 우울감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어서[38] 우울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들에 한 근로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상은 일부 지역 제조업 교 근무자를 상

으로 한 단면  연구이며 본 연구결과를 인구사회학  

특성의 분포가 다른 집단에 확 해석할 때는 신 한 고

려가 요구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교  근무자

의 니코틴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내 흡연

량 감소  효과 인 연 로그램 진행시 니코틴 의존

도를 낮추는 방안을 설정해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  근무자의 니코틴 의존

에 향요인을 악하여 향후 연 로그램 진행시 직

무스트 스, 성별, 질병유무가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향후 연 로그램 시행 시 교  근무자

의 직무스트 스에 한 평가와 함께 성별, 질병유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획일화되고 일회성 연 로그램 

아닌 맞춤식 연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  근무자의 문제음주, 우울, 수면의 

질이 니코틴 의존도에는 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

타나 추후 다양한 지역사회 단 로 확 하여 반복연구

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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