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근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하를 유발하고, 한 의

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1]. 국내 흡연자를 상으로 흡연 련 질환으로 인한 사

회경제 비용 손실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2조 9천억원

의 막 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며, 이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은 약 2조 1,194억원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2]. Burton 등[3]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자

가 흡연, 음주 등의 건강 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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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남성 근로자의 연을 돕기 한 연 힐링캠 의 참여가 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함이

다. 본 연구는 단일군 사 사후설계 연구이다. 28명의 남성 근로자들이 1박 2일동안 진행된 연 힐링캠 실험처치에 배정

되었다. 재의 효과검증은 연 힐링캠 직후에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남성 근로자의 연 비도(t=-2.64, p=.013)와

연 자기효능감(t=2.42, p=.022)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니코틴 의존도(t=2.55, p=.017)와 우울(t=2.85, p=.008)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결론 으로, 사업장 남성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 힐링캠 는 남성 근로자들에게 연

에 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연 비도와 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연을 도왔다는 에서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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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 smoking cessation healing camp for male 

workers. A singl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was used. An experimental group (n=28) allocated into a smoking 

cessation healing camp which was provided for two days and one night.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was 

measured at soon after smoking cessation healing cam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on readiness to quit smoking(t=-2.64, p=.013),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t=2.42, pp=.022), nicotine 

dependence(t=2.55, p=.017), and depression(t=2.85, p=.008). In conclusion, the smoking cessation healing camp is 

effective for male smokers in workplace settings by providing insightful antismoking information and encouraging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and readiness to quit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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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산성이 1.9% 감소하 고, 근로자들의 건강 험

문제가 감소하 을 경우 근로자들의 결근율이 2% 개선

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국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0'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을 근로자 건강을 한

주요 사업 역으로 채택한 이후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 연, 양, 주 로그램등을 운 하

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은 근로자 개인에

게는 질병 방과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으

며, 기업차원에서는 은 비용을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 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 이 있다[1].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사망률과 재해 천

인율과 같은 작업 련 질환 발생률은꾸 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뇌심 질환과 일반 질환 등으로 인한 질병 유

소견 근로자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4]. 특히 고

용노동부[4]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순환

기질환 유소견자의 발생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나타났는

데, 2013년 6.6%에서 2014년 12.3%로 크게 증가하 다.

근로자의 순환기질환 발생원인은 연령·성별과 같은 개인

요인, 과도한 스트 스, 운동부족, 흡연 등과 같은 생

활양식과 련성이 높다. 그 에서 흡연은 상동맥질환

등 순환기질환의 주요한 험요인인데, 한국의 남성 흡

연율은 49.3%으로 미국 남성 21.6%와 독일 남성 34.8%

에 비하면 매우 높은비율이다[5]. 한 우리나라 16개 시

도의 15세 이상 취업자를 상으로 한 ‘3차 한국 근로환

경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흡연율은

53.1%로한국 남자 성인 흡연율 49.3%에 비해 높은 비율

을 나타냈다[6]. 특히 근로자들의 흡연은 작업장내 유해

물질로 상승작용이 일어나 악성종양, 각종 호흡기계 질

병의발생 험을높일 수있다고 알려져 있다[7]. 따라서

국가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흡연에 심을기울일 필

요가 있다.

근로자를 한 연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서 1966년-2008년까지 수행된 51편의 연구에 한 체계

문헌고찰에 의하면 개별 혹은 집단상담과 니코틴

체요법이 근로자들의 연행 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

났다[8]. 를 들면, 많은 흡연자들이 연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연에 성공할 확률은 3%

∼5% 정도로 낮은 편인데, 보건의료인이 3분 미만의 간

단한 연 상담만으로도 연 성공률을 3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Cahill 등[8]은 근로자

상 연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체계 문헌고찰 연구

에서 근로자들의 연 성공율이 3%∼60%로 로그램별

변동 폭이 커서 흡연 근로자의 연을 한 효과 인

연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다. 재 우리나라에

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 로그램이 수행되었는데, 그

에서 10년 이상의 장기흡연자를 한 지역 연센터에

서 운 하는 연캠 , 청소년 혹은 근로자를 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캠 가 심을 받고 있다[10]. 연캠

의 장 은 연을 강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개별 상담과 다

양한 집단 활동, 연 로그램 참가자들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연동기를 강화하여 연을 효과 으로 유도

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최근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 의 연클리닉 혹은 연 로

그램의 부분은 정기 인 방문을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

들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 에 연클리닉

혹은 연 로그램을 이용하기에 시간 ·공간 근성

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연캠 를 통한 단기간의 집

인 재는 근로자의 시간 부담을 일 수 있다는

장 때문에 근로자의 연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연 시도경험은 연 성공에 요한요인이

라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연캠 를 통해서 흡연 근로자

들이 연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받는다면 이들의 연을 효과 으로 도울 수 있을 것

이다.

1.2 연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단기간의 연 힐

링캠 참여가 근로자의 연 비도, 연 자기효능감,

니코틴 의존도,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사업장 근로자의 연을 한 연 힐링캠

참여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단일군 후설계 연구

이다.

2.2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사업장 내에서는 연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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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고, 사업장 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허락된 사업

장 1곳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들로서 구체 인 상

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60세 미만의 생산

직 혹은 사무직 근로자, 둘째, 연구 참여 하루에 가정

과 사업장내에서 10개비 이상 규칙 흡연자이며, 셋째,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서면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상자 모집을 하여 사내 온라인 게시 을 통

해 각각 연캠 참여에 한 모집 공고문을 10일간 공

지하 고, 자발 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을

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 다.

연구 상자의 수는 G*power 3.1.9.2 로그램을 활용

하 고 [11], t 검정에서 검증력(1-β)은 .80, 유의수 (ɑ)=

.05, 간 효과크기(f)= .50 으로 t-test 에 필요한 최소표

본 수를 산출한결과 27명이 필요하 다. 실험 도 탈락

자를고려하여 최 연구 상자는 총 30명을 모집하 고,

로그램 참여 첫날 2명의 탈락자가 발생해서 총 28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3 연 도  

2.3.1 적  특 과 흡연 련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

태, 교육수 , 직종, 근무기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흡연

련 특성은 첫 흡연연령, 총 흡연기간, 1일 흡연량, 연시

도 경험, 연 시도 횟수로 구성되었다.

2.3.2 연 비도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독과 정신건강센터[12]에서

개발한 ‘ 연치료를 한 상담자 메뉴얼’과국가 연지원

센터에서 흡연자의 연 비도를 사정하기 한 문항으

로 측정하 다. 연 비도는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개인이 인지하는 연에 한 요성(당신에게 연

은 어느 정도 요합니까), 연에 한 비 정도(당신

은 연할 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를 의미한다.

질문에 각각 0 에서 10 까지 범 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연 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3 연 효능감

연 자기효능감은 흡연 유혹상황에서 흡연충동을 이

겨내고 연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한 자신감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독과 정신건강센

터[12]에서 개발한 ‘ 연치료를 한상담자 메뉴얼’과 국

가 연지원센터에서 흡연자의 연 자기효능감을 사정

하기 한 문항으로 측정하 다. 연 자기효능감은 ‘당

신은 연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

문에 해 0 에서 10 까지 범 내에서 응답하도록 되

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2.3.4 니코틴 존도

니코틴 의존도는 담배에 한 신체 의존성을 측정

하는 것으로 [13]이 개발한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를 Ahn 등[14]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 니코틴 의존도 설문

도구(Korean version of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사용하 다. 총 6문항(하루 흡연량, 아침

첫 담배를 피우기까지의 시간, 연구역에서 흡연 유무,

하루 담배 맛이 가장좋은 시기, 오 의 흡연 정도, 질

병상태에서 흡연 유무)으로 구성된 FTND 도구는 각 문

항에 해 0-1 는 0-3 으로 배 하여 수범 는

최 0 에서 최고 1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니코

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이 0∼3 이면 ‘가벼

운 니코틴 의존군’, ‘4∼6 이면 ‘보통의 니코틴 의존군’,

7∼10 이면 ‘심한 니코틴 의존군’으로 분류된다.

2.3.5 우울

우울은 Radloff[15]의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Chon과 Rhee [16]가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한국어로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

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정도를 묻는 질문에 하

여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 에서 ‘ 부분(5-7일)’ 3

까지 4 척도로 구성되었다. 정 인 감정을 측정하는

4문항은 역으로 수를 환산하 다. 수의 범 는 최

0 에서 최고 6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adloff[15]는 임상 우울경향에 한

기 을 16 으로 제시하 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 = .85 으며, 본 연구의신뢰도 Cronbach's

ɑ = .91이었다.

2.4 연  진행절차

2.4.1 연 힐링캠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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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한 연 힐링캠 는 직장생활로 인해 정

기 인 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해서 수행

되었다. 본 연 힐링캠 를 통해 근로자들은 흡연의 유

해성과 연행 습 화를 한올바른지식을 습득하고,

개별 집단 연상담을 통해 연행 이행을 한 자

기효능감과 연 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직장생

활과 활기찬 사업장 문화 형성에 참여함을 목 으로 본

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연 힐링캠 는 임상심리상담

사와 간호사들이 개별 집단상담을 수행하 다(Table

1 참고).

Day Classification Contents Lecturer

1st Orientation

Lecture

-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smoking

- The risk of nicotine
dependence

- Preventive strategies
of smoking cessation

Doctor

Activity
Relaxation techniques for
health

Nurse

Individual &
Group counseling

- Reasons why am I
smoking or smoking
cessation?

- Motives of quitting a
tobacco

- Goal setting for
smoking cessation

-Psychological
counselor

-Nurse

Group discussion
Discussion about
smoking temptation

-Psychological
counselor

-Nurse

2nd Activity Healing walking
-Psychological
counselor

-Nurse

Watching
documentary

Watching 'A death trap
related to smoking' &
Smoking myth

-Psychological
counselor

-Nurse

Individual &
Group counseling

- Pledge of smoking
cessation

- Establishing action
plan of smoking
cessation

-Psychological
counselor

-Nurse

Table 1. The Contents of Smoking Cessation Healing

Camp for Participants 

1일차 로그램의 특성은 연행 를 돕기 해 필요

한 연지식과 연을 한 비도와동기부여에 을

맞추었다. 그에 따라 보건의료 문가를 통한 강의, 크

리에이션을 통한긴장완화 이완요법 참여, 개별 집

단 연상담, 소규모 그룹활동으로 로그램을 구성하

다. 구체 으로 ‘건강과흡연의 계, 니코틴의존의 험

성, 흡연 방 책’에 해서 연 련 문 의료인이 강

의를 진행함으로써 흡연의 유해성과 연의 요성에

한 올바른 지식을 달하 다. 한 서로 함께 활동하는

크 이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

었으며, 각종 직무스트 스와 사회활동으로 인해 긴장된

내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통해 편안한 정서상태를 유

도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 다. 개

별 집단상담을 통해서 ‘내가 흡연을 하는 이유와 연

을 해야하는이유에 한양가감정에 직면하기’ ‘삶의목

표와 건강한 삶을 한 연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조별활동을 통해

서 직장에서 혹은 회식상황에서 어떻게 흡연 유혹을 이

겨내 고 흡연 유혹상황에 어떻게 처하는지에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 다.

2일차 로그램의 특성은 연행 에 한 정 인

인식 환을 통해 평생 연을 서약하고 다짐하는 것에

을 맞추었다. 그에 따라 로그램의 내용은 힐링산책,

연다큐멘터리 감상, 개별 집단상담으로구성하 다.

먼 힐링산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 후 흡연의 험성을 알리고 연

비도를 높이기 해서 ‘흡연의 덫’이라는 연 다큐멘

터리를 감상하 다. 다큐멘터리 감상 직후 흡연의 신체

·사회 ·정신 험성에 해서 토의하 다. 개별

집단 연상담을 통해서 연 힐링캠 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 으로 연을 실천하겠다는 연서약서를 작성하

으며, 자신의 연행 를 지지해 연 후원자를 설

정하 다. 한 연행 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서

구체 인 연 행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 로그램을 마

무리하 다.

2.4.2 료수집 

2016년 6월 17~19일 연 힐링캠 에 참여한 근로자

를 상으로 사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

사는 연힐링캠 입소이 에 설문조사를실시하 고,

사후조사는 연 힐링캠 의 모든 로그램이 종료된 이

후 설문조사가 이 졌다.

2.4.3 리적 고려

근로자를 상으로 연구의 목 , 방법 기간에 해

설명한 후 연 힐링캠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한 근

로자를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약속하 고, 캠 가 진행 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상자가 원할 경우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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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료 분  

수집된 자료는 SAS 9.2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

의 일반 특성 흡연 련 특성은 빈도와백분율, 평균

과 표 편차를 구하 다. 둘째, 연 힐링캠 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연 비도, 연 자기효능감, 니코틴

의존도, 우울은 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연구변수에

한 정규분포는 Shapiro-Wilk test로 확인하 다.

3. 연 결과

3.1 상  적 특   흡연 련 특

상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평균 나이 34.39±6.60세

고, 기혼 57.1%, 교육수 은 졸이상 85.7%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 다. 직종은 생산직 71.4%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 고, 근무기간은 평균 9.00±6.53년 이

었으며, 14.3%의 상자가 우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자의 흡연 련 특성을 살펴보면, 첫 흡연 시

작 연령 18.75±2.41세, 총 흡연기간 16.46±6.90년, 하루 흡

연량 16.00±5.38개비, 연 시도경험이 있는 상자가

75.0%를 차지하 으며, 연시도자의 총 연 시도횟수

는 1.21±0.99회 다.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상자를 분

류해보면, ‘가벼운 니코틴 의존군’ 39.3%, ‘보통의 니코틴

의존군’ 53.6%, ‘심한 니코틴 의존군’ 7.1%를 차지하 다

(Table 2 참고).

3.2 연 힐링캠프  효과 검

연 힐링캠 에 참여한 상자의 연 비도 사

평균 6.07±2.17 에서 사후 평균 6.61±1.68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t=-2.64, p<.05), 연 자기효능

감 사 평균 6.43±1.73 에서 사후 평균 6.61±1.66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42, p<.05). 니코틴의

존도 사 4.03±1.50 에서 사후 3.78±1.4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55, p<.05). 우울의 사 평

균 10.39±8.10 에서 사후 평균 8.67±6.80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85, p<.01) (Table 3 참고).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28(100.0)

Age (yr) 34.39±6.60

Marital status Married 16(57.1)

Single 12(42.9)

Educational level
College or
University

24(85.7)

High school 4(14.3)

Occupational class White collar 8(28.6)

Blue collar 20(71.4)

Total years of working
(yr)

9.00±6.53

Depression Normal (0∼15) 24(85.7)

Depression
(≥ 16)

4(14.3)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Age started smoking (yr) 18.75±2.41

Total years of smoking
(yr)

16.46±6.90

Cigarettes per day (ea) 16.00±5.38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Yes 21(75.0)

No 7(25.0)

Attempts of smoking
cessation

1.21±0.99

Nicotine dependence
Low
dependence
(0∼3)

11(39.3)

Medium
dependence
(4∼6)

15(53.6)

High dependence
(7∼10)

2(7.1)

Table 2. General and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

Variables Range
Pre-test Post-test

t(p)
M±SD M±SD

Readiness
to quit
smoking

0∼10 6.07±2.17 6.61±1.68 -2.64(.013)*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0∼10 6.43±1.73 6.61±1.66 -2.42(.022)*

Nicotine
dependence

0∼10 4.03±1.50 3.78±1.42 2.55(.017)*

Depression 0∼60 10.39±8.10 8.67±6.80 2.85(.008)**

* p < .05, ** p < .01

Table 3. Comparison of Readiness to Quit Smoking,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Nicotine Dependence, and Depression 

between Pre-post Smoking Cessation 

Healing Camp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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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힐링캠 에 참가한 상자들은 총 흡연기간이

15년 이상인 30 남성 근로자들로서 이들의 하루 흡연

량은 16.0개비로 이들의 니코틴 의존도는 4.03 (보통의

니코틴 의존군)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

장에 근무하는 30 남성 흡연자의 니코틴의존도는 3.40

[17], 화학물질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평균연령

41.5세의 남성 근로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3.32 [18]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일반 으로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기간이 길어질수록 니

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연에 실패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19,20].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연의 최 장애요인으로

알려진 니코틴 의존은 연 유지 혹은 연이후 재흡연

을 측하는 가장 설명력 높은 변수이며, 연실패의

측인자로 알려졌다[21,22]. 국 보건소 연클리닉에 등

록된 성인의 니코틴 의존과 연 성공의 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연

을 시도할 때 단증상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도가 연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20,22]. 선행연구에서 연 시도

경험은 연 성공에 요한 요인이라고보고하고 있으므

로, 비록 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지속 인 연 시도

를 통해 니코틴 의존도를 감소시켜 연을 성공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장 보건 리자는 연

에 성공한 이후 재흡연을 시작한 근로자 혹은 연시도

에도 불구하고 연에 실패한 흡연자에 한 지속 인

근과 포 인 리가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를 한 연 힐링캠 참여한 상자의 니코

틴 의존도는참여 4.03 에서 참여후 3.78 으로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선행연구에서 연캠 혹은 연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의 니코틴 의존도가 유의하게 감소됨으로써본 연

구결과를 지지하 다[10,18,23]. 본 연 힐링캠 에 참여

한 남성 근로자의 니코틴 의존도가 감소한 이유는 힐링

캠 에서 제공된 집단 개별 심리상담이 흡연 근로자

의 니코틴 의존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연성공률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에 한 독 정

도를 나타내며 니코틴의 독성 때문에 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근로자를 한 연 로그램의 효과

에 한 체계 문헌고찰 연구에서 개별 혹은 집단상담

횟수가 증가할수록 연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것

처럼[8,20], 본 연 힐링캠 에서 제공된 집단 개별

심리상담이 근로자의 연을 돕는 데에 효과 이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연 힐링캠 에 참여한 상자들의 평

균 연령이 34.57세의 은 성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루 흡연량과 총 흡연기간이 짧지 않음을 고려

할 때 향후 사업장에서는 이들의 평생 건강을 통한 사업

장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해서 정기 인 연 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해서 단기간의 연 캠

실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 자기효능감은 연행 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에 가장 강력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잘 알려졌는데, 특

히 연을 비하는 단계의 상자에게 연을 시작하고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변수라고 하 다[24]. 흡연은 독

성이 강한 건강 험행 로서 평생에 걸쳐 흡연유혹상황

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연행 를 지속하기 해서

연 자기효능감은 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

성 근로자의 연 자기효능감은 참여 6.43 에서 참여

후 6.6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캠 혹은 연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의

연 자기효능감에 한 실험 재 연구 결과 재이후

연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다[10,18,23,25].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연 자기 효능감이 상승한 이유는 연 힐

링캠 의 내용 에 연 자기효능감을 지지하는 략인

집단 개별 연상담을 통해서 성취가능한 연 목표

를 설정하 고, 연 힐링캠 를 통한 지지 환경 조성

으로 인해 연행 를 단기간에 달성함으로써 연 자기

효능감이 상승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이 30 반의 은 성인 근로자들로서 연 힐

링캠 에 참여하기 이 부터 연 자기효능감이 높은 편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 자기효능감이 상승되었다

는 것은 단기간의 연캠 를 통해서도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Bandura [2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취경

험, 언어 설득, 리경험, 생리 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 으므로, 향후 근로자의 연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한 맞춤형 략 개발이 필요

하다. 즉, 성취경험 획득을 한 략으로 근로자들이 스

스로 성취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요한데, 보건 리자는 근로자들이 설정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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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목표와 연행 에 해 즉각 이고건설 인 피드

백과 격려를 통해 성공 으로 연 목표를 성취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두 번째 략으로 Bandura [26]는 타인의

성공 인 행 를 찰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상승한다

고 하 는데, 연에 성공한 근로자와의 짝짓기 등을 통

해서 직장내 스트 스 상황과 회식 상황에서 어떻게 흡

연 유혹을 극복하고 성공 인 연행 를 유지하는지를

찰하게 함으로써 흡연 근로자의 연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략은해당 분야 문가

의 격려와지지 등의 언어 설득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는데[26], 사업장 보건 리자의 즉각 이

고 건설 인 칭찬과지지, 격려는 근로자의 연 자기효

능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서상태로 인한 신체 반응에 따라자기효능감이 달라진

다고 하 는데[26], 연행 로인해 부정 인 정서가 생

길 경우 자기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행

로 인한 정 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행 의

장애요인을 감소시키고 연으로 인한 이득을 증가시킴

으로써 정 인 정서와 안정 인 생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할 비가 되어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연 비

도의 경우 연 힐링캠 참여 6.07 에서 참여 후

6.6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의 연 비도를 살

펴본 선행연구에서 재이후 상자의 연 비도가 유

의하게 향상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27]. 본 연구

에 참여한 근로자의 연 비도가 증가한 이유는 연

힐링캠 를 통해서 제공된 연 다큐멘터리가 근로자의

연에 한 양가감정을 해소하고, 연의 요성을 인

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한 연에 한개별 집단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삶에 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효과

이었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근로자들의

연 비도는 국내 선행연구 [28]에서 나타난 연 비

도보다 조 높았는데, 이들의 연 비도가 다소 높은

이유는 약 2회 정도의 연 시도 경험을 통해 연에

한 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자들이 연캠 에 참

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rochaska와 DiClemente

[29]가 개발한 범이론 모형에 의하면 일반 으로 사람

들은 건강행 변화에 성공하기까지 일련의 행 변화를

단계 으로 거치게 되는데, 상자들이 건강행 변화에

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행 변화에 한 비를 갖춘

상태에서 재 로그램을 용할 경우 재 로그램이

효과 으로수행될수 있다고하 다. 즉, 연에 한아

무런 인식이 없는 인식이 단계(precontemplation stage)

혹은 연의장 과단 을모두알고있으나 연에 한

양가감정으로 연을 망설이는 인식단계(contemplation

stage)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 로그램을 용하는 것

은 비효과 이라고 한 반면에, 연에 한 비가 되어

있어서 연을 계획하고 있는 비단계(preparation

stage) 상자들에게 연 로그램을 용하는 것이 가

장 효과 이라고 하 으므로[29], 본 연 힐링캠 에 참

여한 상자들은 최 의 상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장에서는 연에 한 인식과 비도를 갖춘

비단계의 근로자를 상으로 연 캠 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식 단계 혹은 인식단계의 근로자들을 상으로

연 캠페인 혹은 연교육, 자신의 흡연습 평가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차별화된 연 로그램을 기획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결과 연 힐링캠 에 참여하기 근로자의

우울 수는 10.39 이었는데, 연 힐링캠 참여 후

8.67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 힐링캠 에 참여한 상자들의 우울이 감소한

이유는 연 힐링캠 의 내용 에 크 이션을 활용한

이완법과 힐링 산책과 같은 활동들이 상자들을 이완시

켜 우울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은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 험행 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

이며[30,31], 우울로 인한 과도한 흡연과 문제음주는 사

증후군의 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32], 제5

기(2010년∼2012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하루에 20개

비 이상 흡연하는 흡연자의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과 우울은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33]. 한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우울증상

경험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33], 사

업장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흡연문제와 정신건강 문제의

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연행 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성 근로자를 상으로 단기간의 연 힐

링캠 의 효과를 살펴본 첫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군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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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연 힐링캠 참가로 인해 정

인 변화를 나타낸 것인지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군 사 사후연구설계를 통

해 연 힐링캠 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 힐링캠 는 1박 2일간 이

루어졌기에 연구에 참여한 모든 흡연자들에게 연의 기

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일

반 으로 연습 이형성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

되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연힐링캠 의 효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5. 결론  제언

본 연 힐링캠 에 참여한 남성 근로자들의 76.7%가

연시도를 하 고, 평균 1.6회의 연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에 실패한 상자들이었다. 이 듯 연에

실패한 남성 근로자들을 해서 흡연과완 하게 차단된

연환경 하에서 집 인 연교육과 개별 집단

연상담을 제공한 결과, 상자의 연 비도와 연 자

기효능감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니코틴 의

존도와 우울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 힐링캠 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 다양

한 규모의 ･ ･소 사업장에서 흡연 근로자를 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 힐링캠 를

통해 로그램 참가 상자들이 단기간의 연에 성공하

으나, 이런 건강행 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연행 는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건강행 이므로 연 힐링캠 를 통한 연 효과가

6개월 후 혹은 1년 후까지 지속되는지에 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은 평생에 걸쳐 흡연유혹상

황을 이겨내고 조 해야 하는 행 이기 때문에, 연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한 장기 추 찰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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