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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은 건강수명을 오래 누리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

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행위를 하려고 노력하

는 반면, 건강에 해로운 흡연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도 한다. 보건

복지부(2015)는 금연 광고 영상을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영하였지만, 성인 흡연율이 Organization for Eco-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6) 국가들 중 최상

위인 43.0%를 차지하였다[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4)의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2012년에 새롭게 암을 진단 받은 

수가 1400만 명이고 암으로 사망한 수는 1300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2].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 81세까지 생

존하면 36.6%가 암에 걸리고 남자는 38.3%, 여자는 35.0%일 것으로 

추정하며, 2014년 전체 남자 사망자의 32.5%, 전체 여자 사망자의 

23.9%가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3]. 특히, 암 발생 원인의 

84.0%가 흡연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30.0%가 흡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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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흡연이 암의 위험요소임을 나타낸다[2,4]. 흡연 시작 연령이 

17세 이전인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률이 13.6배 더 높았고, 

흡연 시작 연령이 15세 이전인 흡연자는 흡연 시작 연령이 20세 전

후인 흡연자보다 암 발생률이 5배 더 높았고[3], 20-25세에 흡연을 

시작하면 60-64세에, 29-39세에 흡연을 시작하면 80-84세에 인구 

10만 명당 흡연자 10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다[5]. 이러한 선행 연구

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률이 높았고, 흡연 시작 연령

이 어리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짐은 물

론 암 발생시기가 빨라짐을 알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과 독극성 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인

데, 그 중 니코틴은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담

배를 마약으로 규정한 것처럼 발암물질이자 마약성 물질로써 흡

연 양을 증가시키고 의존도를 유발한다[3,6].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 

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흡연을 계속하게 만들어[6,7], 흡연 시

작 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10.0% 더 심해지고, 18

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면 유전자 손상 정도가 심해져 암 발생률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7,8]. 또한, 최근의 연구는 20대 흡연 대학생

에게서 발암인자에 의한 세포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소핵

(micronucleus)의 발현빈도가 비흡연 대학생보다 5-10배 많고 암 사

망률과 강력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했다[9]. 그러므로, 흡연 대학

생의 흡연 시작 연령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는 니

코틴 중독이 더 심하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결과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릴 확

률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10,1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16)는 19-29세 남

자의 34.8%, 여자의 8.9%, 청소년의 11.9%가 흡연을 한다고 보고하

였다[3]. 흡연 대학생의 약 70.0%는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등의 이

유로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였고 대학생의 50.0%가 현재 흡

연자이지만, 의학적인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거나 임상적인 증상을 

느끼지 않아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다[10,12]. 실제 

20대 흡연자가 30대에 암으로 사망하는 것은 흡연이 원인일 가능

성이 높다고 하지만[9], 20대 인구의 55.0%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건

강에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더 많

이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13].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지식은 긍정적인 건강관련 태도를 유발

하여 건강행위의 이행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과 질

병에 대한 지식 습득, 태도 변화 및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이 중요

하다[13,14]. 

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해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던 연구의 대상자는 75.0-

95.0%가 비흡연자로 구성되었다[13-16]. 특히, 흡연 남자 대학생의 

흡연률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높고 남자의 암 발생률 및 암 사망률

이 여자보다 더 높으며, 암 중에서도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3-8배 더 높고 폐암이 전체 암 사망률의 26.7%로 1위인 것으로 나타

났다[2,3,17]. 지금까지의 연구는 흡연 남자 대학생이 흡연으로 인해 

암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흡연 남자 대학생의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흡연 남자 

대학생은 성인기보다 흡연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니코틴 의존

도가 낮으므로 흡연이 습관화 되는 것을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시

기이다[18]. 

이에 본 연구에서 흡연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폐암에 대한 지

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가 흡연 남자 대

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금연 중재프로

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로 제공되고 흡연 남자 대학

생의 금연 성공률 증가, 건강 유지및 증진과 함께 앞으로의 암 발생

률과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흡연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정도를 조사하고 니코

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금연 프

로그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금연 성공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및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와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연 남자 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와 폐암에 대한 지

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조사

하고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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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K대학교과 S시에 소재한 K대학교에 재

학 중인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제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대학 학부에 재학 중인 자

2) 지난 한 달간 흡연을 하였으며 현재 흡연을 하는 자

3)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여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 3.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분석

에 적절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80.0%, 회귀

분석 이용 시 효과크기 .20 (small)하였을 때 156명으로 산출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수는 254명으로 이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폐암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 lung cancer)

폐암에 대한 지식은 Suh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도구 개발자에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 도구의 문

항은 폐암에 대한 위험대상자, 발생요인, 조기검진 방법, 조기증상 

및 조기검진 빈도에 대한 5개 영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으로 0-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폐암에 대한 지식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uh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값

이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 암에 대한 태도(Attitude about cancer)

암에 대한 태도는 Suh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

전에 도구 개발자에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 도구는 암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지, 암환자도 일반적인 만성질환자와 

같게 생각하는지, 암에 걸리면 자신은 물론 가정, 직장생활에 영향

이 크다고 생각하는지,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4문

항의 일반적 태도와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

지, 암은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암 예방법을 

실천하는지, 암을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대중매체를 통해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지, 

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6문항

의 암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에 대한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이 도구의 총 문항은 10개이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10-5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

을수록 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

는 암은 조기발견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 할 수 있는 질환이라

고 생각한다는 것이며,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암은 심각한 질환이

므로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19]. Suh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값이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76이었다. 

3)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Preventive Health Behavior about 

cancer)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Suh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Kim과 

Kim[13]이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NCIC)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도구 개

발자와 수정-보완자에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는 식이, 건강생활 및 운동 등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묻는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의 총 문항은 18개이고, 각 문항은 ‘전혀 하

지 않는다’ 1점부터 ‘항상 그렇게 한다’ 5점으로 18-90점의 범위를 가

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 [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값

이 .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4)  니코틴 의존도(Fagerströ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

니코틴 의존도는 Heatherton 등[20]이 Fagerström Tolerance Ques-

tionnaire를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도구 개발자

에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의 심각성 정

도를 측정하는 점수를 말하며, 자가 보고와 소변 중 니코틴 점수에 

대한 일치도 연구에서 Cohen’s kappa 지수 0.79로 조사되어 자가 보

고로도 흡연에 노출된 정도를 알 수 있다[19]. 이 도구의 총 6 문항으

로, 각 문항은 0-1점 또는 0-3점으로 측정되어 0-10점의 범위를 가지

며 점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eatherton 

등[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값이 .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72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K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No.2016-0005)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3

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D시에 소재한 K

대학교와 S시에 소재한 K대학교를 연구자가 사전에 방문하여 해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해당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그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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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담당 교수에게 양해를 구한 후 수업 직후에 강의실을 방문하

여 연구의 목적, 기대성과 및 참여는 순전히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

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 내용은 오로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참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 보장과 응답 도중 그만둘 수 있음을 구두로 전

달하였다. 연구 대상자로 적합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

료 수집을 위해 약 25-30분이 소요되었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

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적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IBM SPSS 20.0을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관련 특성, 니코틴 의존도,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와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

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은 위계적 다중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학생이 254명(100.0%), 평균 연령이 

22.62세였고, 학년은 3학년이 108명(42.5%), 전공은 자연계열이 210명

(82.8%)로 가장 많았으며, 술을 마신다가 238명(93.7%)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는 학년(F = 6.89,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은 첫 흡연 시기는 고등학생 95명(37.8%), 

지금까지의 흡연 기간은 5년 미만[10]이 129명(50.8%),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104명(40.9)%이었다. 또한,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는 130

명(51.2%), 친구 중에 흡연자가 있다는 215명(84.6%)이었다. 또한, 대

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 기간(t= -4.46,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및 니코틴 의존도

대상자의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암에 대한 예방적 건

강행위 및 니코틴 의존도는 Table 2와 같다. 폐암에 대한 지식은 평

균 3.12 ± 1.343점이었고 암에 대한 태도의 총점은 평균 38.54 ± 5.306

점, 암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평균 15.56 ± 2.370점, 암에 대한 조기 발

Table 1. Nicotine Depend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54)

Variables Categories
General Characteristics Nicotine Dependency

t or F p
Mean ± SD/n (%) Mean ± SD

Age (year)   22.62 ± 2.092       
Grade Freshman 51 (20.5) 2.43 ± 1.735 6.89 < .001
  Sophomore 45 (17.7) 3.49 ± 1.779     
  Junior 108 (42.5) 3.31 ± 1.677     
  Senior 50 (19.7) 3.98 ± 1.879     
Major subject Natural/Technology 210 (82.7) 3.32 ± 1.871 0.54 .584
  Other (Art/Physics/Liberal/Social) 44 (11.2) 3.16 ± 1.478     
Alcohol Yes 238 (93.7) 3.32 ± 1.820 0.67 .501
  No 16 (6.3) 3.00 ± 1.633     
Timing of first smoking Middle school 77 (30.3) 3.70 ± 1.733 3.03 .05

High school 95 (37.8) 3.20 ± 1.879     
  College 81 (31.9) 3.02 ± 1.746     
Smoking period  (years) < 5 129 (50.8) 2.81 ± 1.676 -4.46 < .001

≥ 5 125 (49.2) 3.79 ± 1.811     
Motivation of first smoking Curiosity 104 (40.9) 3.44 ± 1.816 1.70 .184

Stress relief 80 (31.5) 2.99 ± 1.804     
  Recommend of friends 70 (25.2) 3.43 ± 1.782     
Family who has smoking Yes 130 (51.2) 3.32 ± 1.839 0.25 .802

No 124 (48.8) 3.27 ± 1.781     
Friend who has smoking Yes 215 (84.6) 3.30 ± 1.854 0.14 .884

No 39 (15.4) 3.26 ±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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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예방에 대한 태도는 평균 22.94 ± 3.812점이었으며,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평균 56.43 ± 9.998점이었다. 대상자의 니코틴 의

존도는 평균 3.22 ± 1.879점이었다. 

 

3.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와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관련성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와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관련성은 Table 3과 같다. 니코틴 의존

도는 폐암에 대한 지식(r= -.43, p < .001).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r= -.29, p < .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다중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Table 1에서 니코틴 의존도에 차

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인 학년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

고, 2단계에서는 Table 1에서 니코틴 의존도에 차이를 보인 흡연 관

련 특성인 흡연 기간을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3단계에

서는 Table 3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Table 2. Knowledge about Lung cancer, Attitud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about Cancer and Nicotine Dependency of Subjects   (N = 254)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Score range

Knowledge about lung cancer   3.12 ± 1.343 0-5
Attitude about cancer Total score 38.54 ± 5.306 22-50
  General attitude 15.56 ± 2.370 4-20
  Attitude to early detection/prevention 22.94 ± 3.812 6-30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bout cancer   56.43 ± 9.998 32-90
Nicotine dependency   3.22 ± 1.879 1-1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Nicotine Dependency of Subjects and Knowledge about Lung cancer, Attitud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bout Cancer     (N = 254)

Variables Categories
Nicotine dependency

r p

Knowledge about lung cancer   -.43 < .001
Attitude about cancer Total score -.06 .338

General attitude -.10 .100
Attitude to early detection/ prevention -.06 .346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bout cancer   -.29 <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icotine Dependency in Subjects                 (N = 254)

Variables B SE β t p R2 (Adj.R2) F (p)

Block 1: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 (freshman)* -.257 .299 -.058 -.85 .391 .05 4.59
Grade (sophomore)* .494 .315 .104 1.56 .118 (.04) .004
Grade (senior)* .896 .303 .197 2.95 .003     

Block 2: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
Grade (freshman)* .065 .303 .014 .21 .831 .1 7.41
Grade (sophomore)* .724 .312 .153 2.32 .021 (.09) < .001
Grade (senior)* .675 .301 .149 2.24 .026     
Smoking period ( ≥ 5 years)* .922 .237 .255 3.88 0     

Block 3: Knowledge about lung cancer, attitud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about cancer 
Grade (freshman)* -.249 .265 -.056 -.94 .348 .33 2.49
Grade (sophomore)* .671 .271 .142 2.18 .053 (.31) < .001
Grade (senior)* .509 .264 .112 1.93 .054     
Smoking period ( ≥ 5 years )* .716 .207 .198 3.45 .001     
Knowledge about lung cancer -.557 .072 -.407 -7.75 < .001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bout cancer -.04 .01 -.223 -4.17 < .001     

Adj.R2 = Adjusted R2; * = Dumm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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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투입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

련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니코틴 의존도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중선형 회귀분석 검증 결과 Durbin-Watson 검정 값이 1.790으

로 2에 가까워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는 

0.768-0.981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dex Factor: 

VIF)는 1.020-1.30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1단계에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일반특성 중 학년(1, 2, 4학년)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 = 4.59, 

p = .004), 설명력은 5.0%였으며 영향요인은 4학년(β = .197, p = .003)이

었다. 2단계에서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흡연 관련 특성 중 흡연 기

간(5년 이상)을 추가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고(F =7.41, p = < .001), 모형의 설명력은 10.0%로 1단계에 비해 

5.0%증가하였다. 2단계에서 영향요인은 2학년(β = .153, p = .021), 4학

년(β = .149, p = .026), 흡연 기간(5년 이상)(β = .255, p < .001)이었다. 

3단계에서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추가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 =20.49, 

p = < .001), 모형의 설명력은 33%로 2단계에 비해 23.0%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 

기간(5년 이상)(β = .198, p = .001), 폐암에 대한 지식(β = -.407, p < .001),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β = -.223, p < .001)로 나타났다. 

논  의

장기간의 흡연이 암 유발을 더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대

학생 시기에는 암에 대한 발병 빈도가 낮아서 암으로 인한 심각성

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흡연이 남은 생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므로 흡연을 지속한다[4,10]. 이에 본 연구는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가 흡연 남

자 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여 대학생의 

건강증진과 금연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는 대상자의 학년(4학년)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고, 2단계에서는 

학년(2, 4학년), 흡연 기간(5년 이상)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나 3

단계에서는 흡연 기간(5년 이상),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예방

적 건강행위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 단계의 모형 

설명력은 33.0%로 1단계보다 28.0%, 2단계보다 23.0% 증가하였다. 따

라서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보다 

폐암에 대한 지식과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 기간(5년 이상)이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흡연을 시작한 대상자가 

대학생 시기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7,8]와 유사하였다.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 기간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써 여러 차례 금연을 시도하더라도 금연 실

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계속되는 흡연은 니코틴 의존도를 증

가시키는 현상을 반복하게 한다[11]. 흡연 기간에 따른 암 발생률에

서 30년 미만 흡연은 암 발생률이 비흡연보다 5.9배, 40년 이상 흡연

은 18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10] 장기간의 흡연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흡연 예방과 금연 중재 프로

그램에 흡연이 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을 홍보하고, 개인적-집단

적 금연 강연 등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폐암에 대한 지식이 감소할수록 니코틴 의존도는 증

가하였으며 폐암에 대한 지식은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폐암에 대한 지식은 평균 3.12점으로 대상자

가 대학생인 Kim [16]의 3.55점보다 낮았으나, Yang [14]의 2.94점, 

Kim과 Kim [13]의 2.62점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흡

연하는 남학생만으로 구성되었고 타 연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남

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추후 반복 연구로 검증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연간 확보된 학교 보건 교육 시간

을 통해 암에 대한 지식을 정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지만 대학생 

시기에는 암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8.0%로 매우 부족한 실정

이었다[14,16]. 특히, 흡연 대학생은 비흡연 대학생에 비해 질병에 대

한 지식 수준이 낮고 자신의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8] 흡연 대학생에게는 암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이면서 정기적이

고 실질적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암에 대한 태도는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지만, 비흡연자가 72.5%로 구성된 Kim과 Kim [13]의 

연구와 비흡연자가 94.1%로 구성된 Yang [14]의 연구 결과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암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암에 대한 태도

가 더 긍정적이어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과 관련된 바람직한 암 예

방법 실천이 더 쉽고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의견[13,14]과 차이

가 있었다. 이는 흡연자가 흡연의 유해성을 비흡연자보다 더 잘 알

고 있어[21] 자신이 암에 걸릴 것이라는 두려움과 암의 조기 발견에 

대한 관심으로 암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

만, 니코틴 의존도로 인해 흡연을 감소하거나 금연을 실천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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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전환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가 낮을수록 니코틴 의

존도가 증가하였으며,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니코틴 의존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이는 흡연이 암에 대한 예방적 건

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한 Yang [14]과 Kim [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

위 점수는 56.43점이었으며 Yang [14]의 62.40점과 Kim [16]의 60.09점

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흡연 남자 대학생

으로만 구성되어서 생긴 차이라고 생각된다. Yang [14]과 Kim [16]은 

암에 대한 높은 지식은 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수준을 

더 높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흡연 대학생의 경우에는 암에 대한 지

식이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으로 연결되기 어려우며 그 

원인이 흡연이라고 하여[16], 니코틴 의존도를 감소하거나 금연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흡

연 기간(5년 이상),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흡연 기간

을 단축시키고, 폐암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며 암에 대한 예방적 건

강행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금연 프로그램에 적극 적용한다면, 니

코틴 의존도 감소는 물론 금연 성공률을 증가시켜 대상자의 암 발병

률을 감소시키는 실무적인 차원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및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하

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 니코틴 의

존도에 대한 폐암에 대한 지식, 암에 대한 태도 및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은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고, 폐암에 대

한 지식이 가장 강력하게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으며 다음은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와 흡연 관련 특성인 흡연 

기간(5년 이상) 순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

를 33.0% 설명하였다. 즉, 흡연 남자 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는 폐암

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가 증가할

수록, 흡연기간이 단축될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일 지역의 대상자만으로 실시되었고 니코

틴 의존도를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여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되

며, 니코틴 의존도를 생리적 변수로 측정하거나 본 연구에서 다루

지 못한 흡연 양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변수를 포함한 금연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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