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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대학생의 흡연지식, 흡연태도가 금연의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of College Student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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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jung Jang*, Sun-yeun Hong**

요 약 본 연구는 흡연대학생들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정도를 확인하고 금연의도 예측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에 재학중인 240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금연지식, 금연태도, 금연의도

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대학생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는 금연 태도(β

=0.20, p=0.002)였으며, 흡연량(β=0.19, p=0.002) 흡연시작 시기(β=0.20, p=0.001), 금연시도 유무(β=0.16, p=0.012)순이
였으며 이들 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17.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대학생의 금연의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흡연대학생,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mong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nd factors which influence in college student smo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leted by 240 college student smokers from 2 colleges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to Nomember 15,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the ANOVA,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ver. 21.0. The participants’ knowledge was 0.51 out of 1 points, 
attitude was 3.63 out of 5 point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level was 2.71 out of 5 poin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Factors influencing 
smoking cessation intention were smoking attitude(β=0.20, p=0.002), smoking amount(β=0.19, p=0.002), age of 
starting smoking habit (β=0.20, p=0.004), try to quit smoking(β=0.16, p=0.012)). Smoking cessation intention 
17.7% of the variance in smoking attitude, smoking amount, age of starting smoking habit and try to quit 
smoking. The development of smoking cessation education program that focuses attitude change is needed. 
Maybe, well-designed program will enhance their knowledge,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Key words :  College Student Smokers, Smoking Knowledge, Attitude, Smoking Cessatio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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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개선이 가능한 주요한 건강 위험요인으로서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인 악성종양, 뇌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의 발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 또한 세계

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흡연을 발암물질 ‘Group

1’으로 지정하였다 [2]. 다양한 금연정책의 실시로 우리

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006년 28.0%에서

2016년 23.6%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 흡

연율 21.9%보다 높은 수준이다 [3][4]. 특히 19세에서

29세 성인의 흡연율은 2014년 22.5%에서 2015년 23.7%

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의 연령이 포함되므로 대

학생 흡연율이 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

흡연은 비교적 초기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친구들

과 시작하여 장년기,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6-8]. 입시 위주의 청소년기 환경에서 흡연은 일탈행위

의 일부로 여겨지는 반면, 대학에서의 흡연은 자연스럽

게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9].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 시기에 시작한 흡연이 대학생까지 지속적

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생애 발달주기 중 초

기에 형성된 흡연습관이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한편, 흡연을 하지 않았던 학생도 대학생 시기에 최

초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며 [10], 대학생 시기의 흡연자

가 평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대학생의 금연 성공률을 높

일 수 있는 금연교육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연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연령, 결혼여부, 연

령, 종교, 거주지, 소득수준, 흡연 시작연령, 흡연량, 흡

연기간, 금연 시도 유무, 금연교육 노출정도, 생활양식

등이 금연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3].

그러나 금연의도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자, 청소년 및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주

로 수행되어 [14-17],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도를 확

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금연교육 프로그램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지

식, 태도 및 금연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금연의도에 영

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금연의도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간의 관

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금연의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연 대학생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

의도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재학 중인 흡

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최소 표본크기는 191

명이 요구되어 탈락율 고려하여 25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240부로 회수율은 96.0%로 나타

났다.

3. 연구 도구

1) 흡연지식

흡연에 대한 지식은 흡연의 유해성 및 흡연으로 인

해 유발되는 질병에 대한 지식으로, [18]Kim,과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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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학생용으로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흡연 대학생

을 위해 본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2인과 금연센터 담당

간호사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금연

지식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정답은 1점, 모르겠다

와 오답은 0점으로 평균점수는 0-1점 범위를 나타내 점

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0.66이었다.

2) 흡연태도

흡연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질병예방

통제센터가 개발한 흡연설문지를 흡연 대학생을 위해

본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2인과 금연센터 담당 간호사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흡연관련 태

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 합계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하여 부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 0.83 이었다.

3) 금연의도

금연의도는 금연실행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의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Whang(2000)[19]이 청소년을 대상

을 측정한 도구를 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

자가 간호학 교수 2인과 금연센터 담당 간호사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금연 의도는 4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금연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가 0.92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대상은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에서 재학중인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

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

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수집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에게 직접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

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의 결과는 비밀이 보장됨

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수거 시에는 개인보호를 위해

개별봉투에 밀봉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끝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다.

∙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정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금연의도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은 남학

생 172명(71.7%), 여학생 68명(28.3%)이었고, 연령은

20-24세 178명(74.2%), 25-29세 62명(25.8%)로 나타났

다. 1일 흡연량은 10개피 이하 78명(32.5%,), 11-20개피

122명(50.8%), 21개피 이상 40명(16.7%)이었고, 흡연시

작 시기는 중학교 이하 70명(29.2%), 고등학교 82명

(34.2%), 대학교 88명(36.7%)이었다. 금연 시도를 해본

경험인 있은 학생이 138명(57.5%), 없는 대학생 102명

(42.5%)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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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172 71.7

Female 68 28.3

Age 20-24 178 74.2

25-29 62 25.8

Smoking amount ≦10 78 32.5

11~20 122 50.8

≧21 40 16.7

Age of starting smoking
habit

≦Middle
school

70 29.2

High school 82 34.2

College 88 36.7

Try to quit smoking Yes 138 57.5

No 102 42.5

2.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지식은 1점 만점에 평균

0.51(±0.17)점, 흡연태도 5점 만점에 3.63(±0.48)점, 금연

의도 5점 만점에 2.71(±1.11)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2.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Table 2. Degree of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fall smoking cessation intention

(N=240)

Variables M±SD
Actual
rang

Possible
range

Smoking
knowledge

0.51±0.17 0.20-1.00 0.00-1.00

Smoking attitude 3.63±0.48 1.00-2.60 1.00-5.00

Smoking cessation
intention

2.71±1.11 1.00-4.00 1.00-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

연의도 차이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흡연지식

은 나이는 20-24세 높게 나타났으며(t=2.12, p=0.035),

금연 시도한 군이(t=6.89, p=<0.001) 지식이 높았으며

흡연량(F=6.87, p=0.001)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한 결과 1일 흡연량이 10개피

이하군이 21개피 이상군보다 지식인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태도는 성별에 따라서는 여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t=-2.29, p=0.023), 연령에서는

20-24세 군이 높았으며(t=2.38, p=0.018), 금연 시도한

군이(t=5.87, p=<0.001), 높게 나타났다. 흡연량(F=8.61,

p=<0.001)과 흡연시작 시기(F=3.92, p=0.021)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한 결과

1일 흡연량이 10개피 이하군이 11~20개피, 21개피 이상

군보다 흡연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시작

시기는 고등학생때 시작한 군이 대학생일때 시작한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는 금연 시도한 군이

높게 나타났으며(t=3.86, p=<0.001), 흡연량(F=9.27,

p=<0.001)과 흡연시작 시기(F=3.34, p=0.037)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한 결과

1일 흡연량이 10개피 이하와 11~20개피군이 21개피 이

상군보다 금연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시작

시기는 대학생일 때 시작한군이 중학교 이하에서 시작

한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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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fall smoking cessation intention

(N=240)

Variables Categories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Smoking cessation intention

M±SD t/F(p) M±SD t/F(p) M±SD t/F(p)

Sex
Male 0.50±0.14

-0.16(0.868)
3.59±0.48

-2.29(0.023)
2.66±1.04

-1.42(0.159)
Female 0.51±0.21 3.75±0.48 2.89±1.26

Age
20-24 0.52±0.17

2.12(0.035)
3.67±0.47

2.38(0.018)
2.76±1.11

0.73(0.464)
25-29 0.47±0.14 3.51±0.51 2.64±1.15

Smoking amount
(number/day)

1.≦10 0.55±0.16
6.87(0.001)
*1>3

3.79±0.41
8.61(<0.001)
*1>2,3

3.06±1.13
9.27(<0.001)
*1,2>3

2.11~20 0.50±0.15 3.58±0.46 2.70±1.09

3.≧21 0.43±0.15 3.44±0.57 2.16±0.92

Age of starting
smoking habit

1.≦Middle
school

0.47±0.14
2.16(0.117)

3.67±0.34
3.92(0.021)
*2>3

2.54±1.12
3.34(0.037)
*3>12.High school 0.53±0.19 3.71±0.56 2.63±0.98

3.College 0.50±0.15 3.52±0.48 2.94±1.20

Try to quit
smoking

Yes 0.56±0.17
6.89(<0.001)

3.78±0.46
5.87(<0.001)

2.96±1.11
3.86(<0.001)

No 0.43±0.13 3.43±0.43 2.41±1.05
* Scheffe test

4.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금연의도와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금연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지식과 흡연태도(r=0.47,

p<0.001), 흡연지식과 금연의도(r=0.24, p<0.001)는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흡연태도

와 금연의도(r=0.28, p<0.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표 4).

표4.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금연의도와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smoking knowledge, academic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Variable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Smoking
cessation
intention

r(p) r(p)

Smoking
knowledge

1
0.47
(<0.001)

0.24
(<0.001)

Smoking attitude 1
0.28
(<0.001)

Smoking
cessation
intention

1

5.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흡연량,

흡연 시작 시기, 금연 시도 유무를 포함시키고 금연의

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흡연지식, 흡연태도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흡연량, 흡연시작시기, 금

연 시도 유무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

하여 분석 하였다.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고(회귀분석에 대한 오차의 자

기 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74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36~0.981으로 1.0이하였

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19~1.068로 기준인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

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태도(β=0.20, p=0.002)였으며, 흡

연량(β=0.19, p=0.002) 흡연시작 시기(β=0.20, p=0.001),

금연 시도 유무(β=0.16, p=0.012)순이였으며 이들 변수

들의 전체 설명력은 17.7%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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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금연의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

하여 금연교육 및 금연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학생의 평균 흡연지식은 0.51점이었는데,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시

작연령이 어릴수록 흡연지식이 낮았다. 흡연지식이 높

은 학생이 금연을 시도해본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에 흡연에 대한 지식은 금연 시도를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흡연지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

다.

흡연태도는 흡연량이 1일 10개피 이하인 대학생이

11개피 이상인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나타

났다. 즉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때 금연의도가

더 높았다. Fazio와 Olson은은 태도는 중독성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금연

의도가 낮은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태도

를 부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전략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20].

금연의도는 흡연 시작 연령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21-23]. 호기심

으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

의도가 높다는 선행결과를 고려했을 때, 단순 호기심으

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초기부터 금연교육이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흡연의 동기가 단순 호

기심이 아니라 스트레스 등과 같이 구체적이므로 금연

교육의도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전략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4]. 1일 흡연량이 20개피 이

하인 경우가 20개피 이상인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높았

는데,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1일 흡연량이 적은 대상

자는 니코틴 의존도가 낮아 금연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5]. 이에 1일 흡연량 및 니코틴 의존

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적극적인 금연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금연의도가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와 일치

하였다 [22]. 또한, 금연시도 횟수가 많을수록 금연 성

공률이 높다는 연구결과[26]를 고려할 때, 금연교육 경

험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하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인

금연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금연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조

사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선

행된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금연의도에

서 확대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을 위한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흡연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지식, 흡연태

도 등 금연의도와 관련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금연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태도, 흡연 시작 시기, 1일 흡연

량, 금연 시도 유무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17.7%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대학생의 금연의도와 관련있는 영향요인을 다면

적으로 고려하여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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