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2014년 4월
J Korean Gerontol Nurs Vol. 16 No. 1, 49-58, April 2014

ISSN 122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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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tention to quit smoking and 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a strok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82 patients in three different hospitals located in D and K metropolitan city, Korea. All of the patients had a stroke and continued to smok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major variables of planned action theory and intention to quit smoking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of quit smoking (direct) (r=.57, p<.001),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of quit smoking (indirect) (r=.25, p<.001), subjective norm (direct) (r=.45, p=.001)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direct) (r=.71, p<.001). Variables such as age, being employed, family type, perceived
behavior control (direct), attitude toward behavior to quit smoking (direct) and subjective norm (direct) explained
66% of variance in intention to quit smoking.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a specific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a stroke who smoke is needed to increas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of quit smoking and subjectiv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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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으로 18.5%나 증가하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KNSO], 2012). 특히 뇌졸중 발병 평균연령은 2000년에는

1. 연구의 필요성

63.4세에 비해 2010년에는 67.4세로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Kwon, Chang, Choi, & Yoon, 2012). 이는 의학의 발달로

뇌졸중은 국내의 단일질환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며,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연장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세를

뇌졸중 발병 환자 수는 2005년 44만 명에서 2010년 53만 명

감안한다면 2030년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35만 건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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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약 3배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중

뇌졸중 환자의 금연 예측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요한 보건문제가 될 것이다(Clinical Research Center for

정이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금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금

Stroke [CRCS], 2013).

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뇌의 혈액순환장애로 발생되며, 뇌의 국소적인

금연의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범이론적 모델(Yeon

부위나 전반적인 뇌기능의 소실로 사망하거나 만성적인 기능

et al., 2012), 합리적 행위이론(Ajzen & Fishbein, 1980; Song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Rincon & Sacco, 2008). 이에 뇌졸중

& Kim, 2002)과 계획된 행위이론(Jee, 1993; Son, 2010) 등

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 1차 예방이 강조되어야 하며, 뇌졸중

을 들 수 있다. 이중 계획된 행위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확

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장이론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 행위설명이 불가능한 합리적

것이(CRCS, 2013; Rincon & Sacco, 2008) 무엇보다 중요하

행위이론에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계획

다고 여겨진다. 뇌졸중 환자의 재발률은 전체 뇌졸중에서 약

된 행위이론은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위의 직접적

30%를 차지하며(Park et al., 2012), 이들은 1년 이내 4~14

인 결정인자로 보며, 이 의도의 결정요인은 행위에 대한 태도

% 재발하고, 5년 이내는 25~40%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변인에 의해 설명하였다

(CRCS, 2013). 이처럼 뇌졸중은 재발이 잘되는 질환으로 뇌

(Ajzen & Madden, 1986). 특히 계획된 행위이론은 건강행

졸중 환자의 재발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Kim

위를 예측하는데 다른 이론보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므

& Kim, 2013; Kim & Park, 2011).

로(Godin, Valosis, & Lepage, 1993) 인간의 건강행위를 예

뇌졸중 재발 위험요인은 조절가능성 여부에 따라 성별과

측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Kim, Kim, & Song, 2002).

연령 등의 비가역적 요인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흡연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금연의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등의 가역적 요인으로 분류한다(CRCS, 2013: Kim & Kim,

(Song & Kim, 2002), 여대생(Park, 2006), 지역사회 흡연노

2013). 뇌졸중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

인(Son, 2010)과 관상동맥질환자(Kim et al., 2002)를 대상으

혈증 등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물복용과 생활

로 금연의도 유용성을 검정하였다. 지역사회 흡연노인(Son,

습관의 조절이 중요하다(CRCS, 2013). 한편 뇌졸중 환자의

2010)과 여대생(Park, 2006)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좋은 생활습관은 개인의 생활양식으로, 뇌졸중 발병을 70%

범과 지각된 행위통제가 예측변인으로, 청소년(Song & Kim,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Zhang et al., 2011), 뇌

2002)은 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예측변인이

졸중 환자의 금연과 절주, 최소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 등의

었으며, 관상동맥 질환자(Kim et al., 2002)는 지각된 행위통

생활습관 조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 Kim,

제가 예측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건강한 성인과 만성

2013).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주된 변

특히 뇌졸중 환자의 흡연은 뇌졸중의 발생원인 중에서 25

인의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

%를 차지하는 독립적인 예측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Sung,

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금연의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

2005).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에 이환될 위험

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뇌졸중 환자

률이 3배나 더 높으며, 뇌졸중 발병 후에도 계속 흡연 할 경우에

의 금연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는 뇌졸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자이다(CRCS, 2013). 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와 관련요인들

처럼 뇌졸중 환자의 금연은 뇌졸중 재발예방의 주요인자임에

을 분석하여 뇌졸중 환자의 금연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 불구하고, 뇌졸중 환자의 흡연율은 31.1%로 보고되었다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Kim, S. Y., 2009). 이는 뇌졸중 진단 이후 계속적으로 흡연
하는 환자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Yeon et

2. 연구목적

al., 2012).
뇌졸중 환자의 금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위험인자와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와 금연의도에

관련성(Park et al., 2009; Zhang et al., 2011), 금연상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

실태조사(Kim, S. Y., 2009)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음과 같다.

뇌졸중 재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의 효과(Kim
& Kim, 2013; Kim & Park, 2011)를 검정하는 연구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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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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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금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
제, 금연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의 제 요인간의 관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4문항을 제외하고, ⍺계수가
낮은 6문항을 제외하여 총 10문항으로 뇌졸중 흡연 환자의 특
성에 맞게 수정 ․ 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3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

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

으며, 먼저 연구자가 각 병원의 병원장과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자와

한다.

연구보조원이 직접 신경과 병동 수간호사에게 다시 연구목적

연구방법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 설문
내용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하고 익명으로 실시하므로 비밀이

1. 연구설계

보장되는 것과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자료는 본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
조원이 직접 면담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어주고 대상자
의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소요시간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와 K시에 소재한 뇌졸중 환자가 재원수의

은 30~40분정도였다.

3. 연구도구

80% 이상을 차지하고, 100~150병상 규모의 5개 신경과 전문
병원에서 Brain MRI나 Brain CT를 통해 뇌졸중을 진단받고

본 연구의 도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주요 변인인 행위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퇴원을 계획 중인 자를 선정하였다. 대상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개별신념에 근

자는 매일 혹은 가끔이라도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의식이 명료

거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형태의 직접적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

측정방법과 아울러 사용되며 계획된 행위이론의 각 구성요소

여할 것을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Jee, 1993). 본 연구에

대상자 수는 Cohen의 검정력 분석(power analysis)을 근
거로 G*Power 프로그램 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서는 Jee (1993)가 개발한 도구를 뇌졸중 흡연 환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effect size)
= .15, 요인 통계적 검정력(1-β)= .95로 산정한 결과 표본 수는

1) 금연의도

172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Faul, Erdfelder, Lang, & Bun-

의도는 행위 수행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지

chner, 2007), 이에 연구참여에 동의한 196명을 대상으로 자

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지에 대한 의사 정도이다

료수집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14부를 제외한 182

(Ajzen & Madden, 1986). 금연의도는 2문항(‘나는 이번에

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수는 적절하다고 판

담배를 끊을 작정이다’, ‘나는 2주 이내에 담배를 끊기 위해

단되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2점

예비조사는 2011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뇌졸중 환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구문항의 이해도, 설문

금연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지에 소요되는 시간, 설문지 작성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

⍺= .96이었다.

다. 예비조사에서 금연의도 도구는 Cronbach's ⍺계수가 낮
은 2문항을 제외하여 총 2문항으로,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의

2)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간접측정은 ⍺계수가 낮은 5문항을 제외하여 총 8문항으로,

태도는 행위를 좋아하는 정도이며, 행위의 결과에 갖는 신

주관적 규범의 간접측정은 예비조사를 거쳐 ‘배우자(애인, 동

념인 행위신념과 그 결과와 관련된 가치인 결과의 평가에 의

거인 포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 담배를 피우는 친구, 자

해 결정된다(Ajzen & Madden, 1986). 금연행위에 대한 태

녀’로 수정 ․ 보완하였다. 지각된 행위의 간접측정은 본 연구

도의 직접측정은 8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2점부터 ‘전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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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다’ -2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에 대해

끊는다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없을 것이다.’, ‘대중매체를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통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사는 금연을 하는 데 도움이

.87이었다.

된다.’)으로 ‘매우 그렇다’ 2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의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의 간접측정은 행위신념 8문항(‘내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행위를 하는데 통제 신념을

가 이번에 담배를 끊는다면 폐가 좋아질 것이다.’)과 이에 상응

강하게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하는 결과 평가 8문항(‘담배를 끊어서 폐가 좋아진다면 얼마

= .84였다.

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을 각 문항별로 곱한 값을 합산한
점수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2점부터 ‘전혀

5)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렇지 않다’ -2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족형태와

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경제상태가 조사되었고, 흡연 관련 요인은 흡연시작 연령, 흡

⍺= .82였다.

연기간, 흡연빈도, 금연시도와 흡연이 뇌졸중의 위험 여부에
대해 조사되었다. 흡연기간은 흡연시작 연령부터 조사시점까

3) 주관적 규범

지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흡연빈도는 ‘매일 피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운다’와 24시간 이상 지나서 피운다는 ‘가끔 피운다’로, 금연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으로, 금연에 대한 주관적

시도는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한 경

규범은 금연행위에 대한 특정인의 규범적 신념과 특정 준거인

험이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흡연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

을 따르려는 순응동기에 의해 결정된다(Ajzen & Madden,

다고 ‘생각한다’와 ‘그렇지 않다’를 질문하였다.

1986). 주관적 규범의 직접측정은 2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2
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4. 자료분석

록 사회적 압력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85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관적 규범의 간접측정은 규범적 신념 4문항(‘나의 자녀

유의수준 .05 이내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들은 내가 이번에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과 이에

성 및 주요변인들은 서술통계(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응하는 순응동기 4문항(‘평소에 자녀들은 귀하가 어떤 일

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의 차이는 t-test,

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에는 Scheffé

까?’)을 문항별로 각각 곱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test를 실시하였다. 금연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의 제 요인 간

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2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2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 행위에 대해 주위사

석하였으며, 금연의도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람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에서의 Cronbach's ⍺= .81이었다.

연구결과
4)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란 행위 수행에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1. 일반적 특성과 금연의도

또는 용이함을 의미하며, 금연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흡
연자가 금연행위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의 개별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67.6%

념을 의미하는 통제신념에 의해 결정된다(Ajzen & Madden,

이며, 연령은 ‘50~59세’가 31.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

1986). 지각된 행위통제의 직접측정은 2문항으로 ‘매우 그렇

졸’이 33.0%,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는 54.4%, 가족형태는

다’ 2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가족동거’가 54.4%로 높았으며, 월 평균소득은 ‘151만원 이

을수록 금연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통제 정도가 큰 것을 의미

상’이 44.0%로 나타났다. 흡연시작 연령은 ‘20세 미만’이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91이었다.

45.6%, 총 흡연기간은 ‘30~39년’이 35.2%로 가장 높았고, 흡

지각된 행위통제의 간접 측정은 총 10문항(‘이번에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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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다’가 58.8%, 흡연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

2. 금연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 제 요인의 정도

한다’가 75.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의 차이검정을 실시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의 제 요인 정도를

한 결과, 성별(t=2.18, p = .001)은 남자가, 연령(F=12.41, p <

분석한 결과, 금연의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24점이었다. 금

.001)은 ‘60~69세’가 금연의도가 더 높았으며, 직업(t=3.50,

연행위에 대한 태도를 직접 측정한 점수는 16점 만점에 7.95

p <.001)은 있는 경우가, 가족형태(F=15.12, p <.001)는 ‘혼

점이었고, 간접 측정한 점수는 32점 만점에 13.71점이었다.

자’나 ‘배우자 동거’보다 ‘가족동거’가 더 높게 나타났고, 금연

주관적 규범을 직접 측정한 점수는 4점 만점에 1.64점이었고,

시도 경험은(t=2.54, p =.001)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간접 측정한 점수는 12점 만점에 2.35점이었다. 지각된 행위

금연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통제의 직접 측정점수는 4점 만점에 0.75점이었고, 간접 측정
한 점수는 15점 만점에 0.69점이었다(Table 2).

Table 1. Difference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Intention to Quit Smoking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Age† (year)

n (%)

(N=182)
Intention to quit smoking
M±SD

t or F (p)

123 (67.6)
59 (32.4)

1.54±1.67
0.59±1.79

2.18 (.001)

＜50a
50~59b
60~69c
≥70d

27 (14.8)
57 (31.3)
55 (30.2)
43 (23.7)

0.14±1.83
1.07±1.79
2.25±1.66
0.83±1.06

12.41 (＜.001)
a, b, d＜c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8 (26.4)
44 (24.1)
60 (33.0)
30 (16.5)

1.70±1.11
0.75±2.04
1.06±1.90
1.53±1.71

2.81 (.093)

Being employed

Yes
No

99 (54.4)
83 (45.6)

1.86±1.49
0.48±1.76

3.50 (＜.001)

Family type†

Living alonea
Living with spouseb
Living with other family
membersc

51 (28.0)
32 (17.6)
99 (54.4)

0.51±1.84
0.50±1.90
1.84±1.42

15.12 (＜.001)
a, b＜c

Monthly income
(10,000 won)

≤50
51~100
101~150
≥151

49 (26.9)
20 (11.0)
33 (18.1)
80 (44.0)

0.65±1.88
1.40±0.68
1.21±2.50
1.56±1.40

2.84 (.059)

Age at first smoking
(year)

＜20
20~30
≥31

83 (45.6)
68 (37.4)
31 (17.0)

1.53±1.78
1.07±1.86
0.80±1.35

2.39 (.094)

Duration of smoking
(year)

＜20
20~29
30~39
≥40

56 (30.8)
36 (19.8)
64 (35.2)
26 (14.2)

1.03±1.68
1.29±1.34
1.65±1.51
1.57±1.20

2.72 (.075)

Frequency of
current smoking

Everyday
Sometimes

127 (69.8)
55 (30.2)

1.18±1.81
1.36±1.65

0.02 (.523)

Attempted to
quit smoking

Yes
No

107 (58.8)
75 (41.2)

1.59±1.88
0.72±1.43

2.54 (.001)

Do you think smoking has
a bad influence on stroke

Yes
No

138 (75.8)
44 (24.2)

1.15±1.83
1.50±1.50

0.16 (.256)

†

Scheffe-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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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인으로 하였으며, 명목변수인 연령은 ‘50세 미만’을 가족

3. 금연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 제 요인 간의 관계

형태는 ‘독거’를 기준으로 각각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 제 요인 간의 상관

독립변수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543~.741로 모두 1.0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연의도는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직접)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r=.57, p <.001),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간접)(r=.25, p <

VIF)는 1.132~1.755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001), 주관적 규범(직접)(r=.45, p <.001), 지각된 행위통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직접)(r=.71, p <.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금연의

모델 1단계 결과에서, 연령(β=.35, p <.001), 직업(β=.29,

도는 주관적 규범(간접)과 지각된 행위통제(간접)와 통계적

p = .001)과 가족형태(β=.25, p = .001)가 유의하게 금연의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12.02, p = .001). 즉,
60대 연령에서 직업이 있고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금연의도

4. 금연의도의 영향요인

가 높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1%였다. 모델 II는 금연행위
에 대한 태도(직접)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간접), 주관적 규

금연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범(직접), 지각된 행위통제(직접) 변인을 투입한 결과, 지각된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에

행위통제(직접)(β=.50, p <.001)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직

따른 금연의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연령, 직업, 가족

접)(β=.19, p = .002), 주관적 규범(직접)(β=.12, p = .032)이

형태, 금연시도 경험을, 모델 II에서는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유의하게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

차이를 보인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직접)와 금연행위에 대한

40.88, p <.001). 즉, 지각된 행위통제, 금연행위에 대한 태

태도(간접), 주관적 규범(직접), 지각된 행위통제(직접)를 독

도와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Variables

(N=182)

Categories

Intention to quit smoking

Min

Max

M±SD

-4

4

1.24±1.76

Attitude toward behavior to
quit smoking

Direct measurement
Indirect measurement
(behavioral belief strength×outcome evaluation)

-4
0

16
32

7.95±4.90
13.71±7.63

Subjective norm

Direct measurement
Indirect measurement
(normative belief strength×motivation to comply)

-3
-5

4
12

1.64±1.39
2.35±2.8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irect measurement
Indirect measurement (control belief strength)

-4
-11

4
15

0.75±1.65
0.69±5.8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and Intention to Quit Smoking
Variables

X1
r (p)

X2
r (p)

X3
r (p)

X4
r (p)

(N=182)
X5
r (p)

X2

.57 (＜.001)

X3

.25 (＜.001)

.23 (＜.001)

X4

.45 (＜.001)

.55 (＜.001)

.41 (＜.001)

X5

.11 (.134)

.19 (＜.001)

.06 (.381)

.30 (＜.001)

X6

.71 (＜.001)

.56 (＜.001)

.26 (＜.001)

.29 (＜.001)

.04 (.588)

X7

.05 (.486)

.09 (.209)

.13 (.065)

.13 (.075)

-.04 (.569)

X6
r (p)

-.03 (.639)

X1=Intention to quit smoking; X2=Attitude toward behavior to quit smoking (direct measurement); X3=Attitude toward behavior to quit smoking
(indirect measurement); X4=Subjective norm (direct measurement); X5=Subjective norm (indirect measurement); X6=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irect measurement); X7=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direc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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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nce in Intention to Quit Smoking by Demographic-Social Variables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Ⅰ

Variables

Categories

Demographic-social
variables

Age (year)

.35

Being employ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ModelⅡ
β

t (p)

5.56 (＜.001)

.05

1.05 (.296)

.29

3.34 (.001)

.25

4.74 (＜.001)

Family type

.25

3.47 (.001)

.09

1.64 (.108)

Gender

.11

1.09 (.100)

.09

1.87 (.064)

Attempted to quit smoking

.07

1.65 (.278)

.06

1.27 (.20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irect measurement)

.50

8.70 (＜.001)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direct measurement)

.19

3.09 (.002)

Subjective norm
(direct measurement)

.12

2.16 (.032)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indirect measurement)

.10

1.79 (.075)

R2

β

(N=182)

t (p)

.33

.66

Adj. R

.31

.66

F (p)

12.02 (.001)

40.88 (＜.001)

2

었다. 모델 II의 설명력은 66%로 모델 I에 비해 설명력이 35%

있는 경우, 가족동거와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

향상되었다.

게 금연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 S. O. (2009),
Kim, Yu와 Kim (2012)과 Kim 등(2002)의 연구에서 남자와

논

의

기혼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금연의도가 더 높
게 나타난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금연의도의 성별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

에 따른 차이는 남자흡연자는 자신의 흡연과 금연에 대해 개

획된 행위이론을 근거로 관련변인을 탐색하였다. 대상자의

방적이고,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방문율이

금연의도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연령과 직업, 가족

높은 반면 여자흡연자는 폐쇄적이고 전문기관 방문율도 낮게

동거이었고, 이들 변인은 금연의도를 31% 설명하였다. 또한

보고되었다(Kim, S. O., 2009). 이는 우리사회의 흡연문화가

대상자의 계획된 행위이론의 금연의도 변인은 직접변인에서

남자흡연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나 여자흡연자에 대해서

는 지각된 행위신념,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는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요인(Cho, 2013)으로 볼 수 있다. 이

었고, 간접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

러한 결과에서 뇌졸중 여자흡연자의 금연과 흡연에 대한 개

다. 즉, 계획된 행위이론의 직접변인은 대상자의 금연의도를

방된 관심과 다각적인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35%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

다. 또한 60대의 금연의도 차이는 우리나라 60대의 흡연율

인보다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인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자체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상 염려로 흡연량을 줄이는

의미하며, 계획된 행위이론의 직접변인은 간접변인보다 금연

결과(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의도와 행위를 유의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

[KCDC], 2007)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연령대별로 세분화

의 금연의도는 사회적 영향을 받아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된 금연의도의 강화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의도를 형성한 후 행동화함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금연의도는 가족동거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의 차이검정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 경우에서 금연의지가 높게 보고된 선행

을 실시한 결과,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은 60대에서, 직업은

연구(Son, 2010; Yeon et al., 2012)와 일치한다. 뇌졸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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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이 높은 질환으로, 흡연을 지속하게 되면 뇌졸중 재발

인후기 등의 대상자별로 검정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의 위험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Kim, S. Y., 2009). 이에 본 연

각된다.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인 중 대상자의 금연의도의 요인

구대상자는 가족구성원이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

은 지각된 행위통제였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Kim et al.,

적 비용발생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2002; Kim, S. O., 2009; Son, 2010)와 일치하였다. 우선, 지

한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직업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상사

각된 행위통제는 특정행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자원, 기회

나 동료와 함께 근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직장생활은 사회적

의 유무와 예상되는 장애물을 지각하는 어려움으로(Song &

공간에서 흡연을 하게 되므로, 본 연구대상자는 간접흡연의

Kim, 2002), 금연의도와 행위 수행 시에 예상되는 내 ‧ 외적

건강유해성과 자신의 건강관리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요인을 지각하면 금연의지와 행위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연구의 대상자의 금연의도에는 가족과 직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행위통제의 정도는

장동료의 도움과 지지가 중요하므로, 이처럼 뇌졸중 환자들

0.75점의 중간수준으로, 이는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 금연교육에는 반드시 가족을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

Kim 등(2002)의 중간수준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다. 한편, 금연시도 경험 결과는 최근 1년 이내 금연시도 여부

결과에서 대상자들이 금연행위를 시도할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에 따라 금연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Yeon 등(2012)과

있는 자신감이 부족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

Kim 등(2012)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금연시도 여부는

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연의도의 장애요인을

금연을 실패한 경험으로, 금연과정의 어려움과 이로움을 체

규명하도록 유도하고(Kim et al., 2002) 이러한 장애요인에

험하게 되었으며, 반복경험이 금연 재시도의 필요성을 향상

대한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를 강화하는 것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는 가족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대상자의 금연의도

동거와 직업, 금연시도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뇌졸

의 예측요인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였으며, 행위태도가 긍

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중재 프로그램에 가족과 직장동

정적일수록 금연의도가 높아지는 결과(Kim, 2005; Kim, S.

료, 금연시도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Y., 2009)와 일관된다. 흡연행위 태도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본 연구에서 흡연시작 연령과 총 흡연기간, 흡연빈도 등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가치관에 따라 의도와 행

변인은 금연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건강한 성

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5). 이는 금연

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Yeon 등(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

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함께

편 흡연시작 연령과 총 흡연기간은 과거흡연자이면서 현재흡

고려하게 되므로 금연의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

연자로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의하면 과거흡연자

라서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직접흡

의 뇌졸중 유병률은 1,000명당 27.9%, 현재흡연자의 뇌졸중

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유해성과 유익성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28.2%로 보고되었으며(KCDC,

등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금연행위 태도를 형성

2007), 뇌졸중 발병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게 되면 뇌졸중 재

하는 것이 금연의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RCS, 2013). 이처럼

의 금연의도의 예측요인은 주관적 규범이었다. 주관적 규범

뇌졸중 환자에게서 흡연은 과거력도 중요한 변인이고 현재력

은 금연의지나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이

도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흡연과 관련된 변인은

며. 이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요소이다(Song &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 예측요인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Kim, 2002).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행위에 대한 태도가 주관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 규범보다 우세하다(Ajzen, Albarracin, & Hornik, 2007)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각된 행위통

고 보고한 결과와 일관된다. 뇌졸중 환자는 자신보다는 타인

제,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사회의 흡연문화가 변

는 금연클리닉 대상자로 한 Kim, S. O. (2009)과 지역사회 노

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담배문화는

인을 대상으로 한 Son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청소

기호식품으로 관대하게 인식되었으나(Kim, S. Y., 2009) 직 ‧

년 대상으로 한 Son과 Kim (2002)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

간접흡연에 대한 건강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부의 다양한

위통제와 금연행위 태도가 유일하게 보고되어, 본 결과와는

흡연규제정책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성인과 청소년의 연구대상자의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는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차이로 생각되며,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도 성인초기와 성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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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건강전
문가를 포함한 금연중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는 계획된 행위이
론의 변인인 지각된 행위통제,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
적 규범 등이 주요변인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
의 금연교육과 금연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Inc.
Ajzen, I., & Madden, T. 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Cho, K. S. (2013). Prevalence of hardcore smoking and its associated factor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 (1), 603-628.

기대한다.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 (2013, Februar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stroke. Retrieved February 4, 2013,

결

론

from http://www.stroke-crc.or.kr.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nchner, A. (2007). G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금연상담 및 효과적이고 체계적
인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
었다.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연
령, 직업, 가족동거가 금연의도를 31% 설명하였으며 계획된
행위이론의 직접변인에서 지각된 행위신념,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금연의도를 35%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60대 연령에서 직업이 있고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금연의도가 높았으며,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수록, 금연행
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금
연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각된 행위통제가
금연의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나 뇌졸중 환
자의 금연에 대한 장애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 수행 시 가족과 직장동료 참여의 중요
성도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금연 중재를 제공할 시
에는 이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취시키도록 계획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과 대상자 수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한 추후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뇌졸중 환자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다양한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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