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9 No. 2, 168-176, June 2020

ISSN (Print) 1225-8482 | ISSN (Online) 2288-4653
https://doi.org/10.12934/jkpmhn.2020.29.2.168

대학생의 금연성공 경험

안 효 자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cces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Hyo Ja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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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Oct 7, 2019-Dec 22, 2019 and analyzed with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Resul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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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전체의 흡연율은 22.3%(남자 38.1 

%, 여자 6.0%)이며[1] 전체 대학생의 흡연율은 20.4%(남학생 

35.3%, 여학생 6.2%)[2]로, 대학생의 5분의 1정도가 흡연하고 

있어 대학생의 흡연실태가 심각하다. 흡연은 비교적 초기 청소

년기에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장년기와 노년기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3-5]. 이는 인생 초기에 형성된 흡연 습

관이 한 개인의 생활과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흡연

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대학생의 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는 금연이라고 

할 수 있다[2].

현재 우리나라 건강증진법[6] 상 대학교는 교사만 금연 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 ․ 고등학교보다 흡연에 대한 제약이 적

은 편이다. 대학생은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담

배를 피울 수가 있다. 또한, 대학생은 호기심과 또래 관계로 담

배를 피우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찾

는 경향이 강하다[3,7,8].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대학생 흡연율

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9,10], 흡연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

여 대학 자체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금연 프로그

램을 시행한 경우에는 대학생 금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11,12]. 

9개년의 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연령

이 50세 이상인 성인 남자의 금연시도와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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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은 우울, 자존감, 하루 흡연량, 음주 여부 등[5]이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금연에 대한 유능감, 하루 흡연량, 금연의

지 등[7,11,12]으로 성인과의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의 금연시

도 동기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

우가 가장 많았고[3,7,8], 금연실패의 원인은 본인의 의지가 약

하거나 스트레스 환경으로 나타났다[7,11]. 특히, 여학생 흡연

자의 경우 남학생보다 우울과 스트레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

태와 더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흡연자들이 금연을 한 번에 성공하기보다는 여러 번 금연과 

흡연을 반복한다[5,14]. 금연을 희망하는 대학생 역시 금연시

도는 평균 6회 이상, 금연 기간은 평균 70일로 나타났다[7]. 이

러한 반복은 중독행위의 변화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15] 

볼 수 있지만, 잦은 금연유지 실패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통

제감을 상실하여 규칙적인 재흡연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7,16]. 따라서 대학생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만큼

이나 금연유지를 통한 성공 경험은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중요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상의 흡연 및 금연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양적연구는 흡연대학생의 제 특성과 금연 프로그램 선호

도 분석[7], 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11], 금연 프로그램 후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1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 관련 요인[13]과 질

적연구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대학생의 흡연 경험

에 관한 연구[8]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흡연과 금연

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요인 간의 관계, 중재 효과 그

리고 흡연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

으로 한 금연성공 경험은 있으나 대학생의 관점에서 금연성공

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묘사하거나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현상학적 연구는 대상자의 경험을 대상

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생생하게 기술하고 그 경험의 본질적 구

조와 의미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방법[17]으로, 금연성공 대상

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Prochaska와 Goldstein [18]은 흡연행위를 변화시킬 때 겪

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위

단계, 유지단계, 5단계로 정의하였고, 금연 6개월을 기준으로 

행위단계와 유지단계를 나눴다. 금연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이면 금연성공이라고 하는데, 이는 변화단계에서 유지단계

[18]와 성인 남성의 금연성공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19]에 근

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6개월 이상 금연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금연성공 경험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의 본질과 의

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연성공의 경험

을 이해하고 대학 캠퍼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

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금연성공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금연에 따른 경험을 이해하고 대학생 금

연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질문은 

‘금연성공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금연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의 금연성

공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현상학적 방법

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는 D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금연 6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

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이다. 참여자 모두

는 남자대학생 8명이었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찾기도 어렵고 

지원자가 없었다. 이는 대학생 흡연자의 대부분이 남학생[7]이

고, 질적연구의 특성상 대면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소속기

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1040708-201908-SB-038)로부

터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 보장, 녹음, 전사자 

참여,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과 녹음과 전사된 파일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결과 발표 후에는 이 모

든 자료는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참여자에게 서면동의를 받

은 후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면담 후 참여자와 전사자에게

는 소정의 금액을 사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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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본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0월 7일부터 그해 12월 

22일까지이며, 참여자는 본 대학의 학생 게시판과 교양수업 공

지란을 통해 공개 모집하거나 금연서포터즈 학생들로부터 소

개받아서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로부터 금

연성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포화

상태까지 면담을 진행했으며, 최종 8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전에 연구목적과 절차, 소요시간, 녹음과 

전사자 참여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하였다. 

참여자 중에서 연구참여를 철회한 자는 없었고 면담소요시간

은 40분에서 90분이고 면담횟수는 1~2회였다. 그리고 추가 면

담은 전화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본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고 면담 중 참여자의 태도와 표정, 의미 있는 단서 등

은 메모를 하여 분석에 포함했다. 면담은 간단히 서로 소개한 

후 연구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로, 연구에 대한 기대 등을 묻

는 말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금연성공 경험을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연 동기는 무엇입니까?’, ‘금연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을 사용합니까?’, ‘금연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금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금연을 유지하는 방법

은 무엇입니까?’ 등의 주요 질문을 하였다. 면담 중에 공통으로 

나오는 경험에 대해서는 ‘그 경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경험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등을 질문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전사자가 전사하고 연구자가 

전사된 자료를 다시 녹음을 들으면서 확인하였다. 전사된 자료

를 바탕으로 참여자별로 흡연 및 금연 관련 경험을 총체적으로 

정리했고 의미 있는 문장들은 별도로 정리하여 다음 참여자의 

면담에 활용하였다. 녹음 파일과 전사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

에 비 번호를 사용하여 보관했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듣고자 한 경우에는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Colaizzi [20]가 제시한 7단계의 

절차를 따랐다. 먼저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현

상에 직접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 218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요 진술들로부터 유사한 진술들을 묶어 41개의 의미 단위 문

장을 추출하고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최종 14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 모음으로 분류하였고, 주제에 관한 현상을 기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제모음과 관련된 현상을 기술하였다. 분

석 결과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금연성공 경험이 생생하게 드러

났는지를 참여자 6인에게 확인받았다. 

6.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확인은 Guba와 Lincoln 

[2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

였다. 본 연구자는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의 참

여자를 모집할 때 금연성공의 기준인 6개월 이상자를 모집하

였고, 금연상태는 금연 애플리케이션 또는 Nico Check Saliva 

test로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

러낼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최대한 맞췄으며 따뜻한 음료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주제모음, 주

제, 하위주제에 대해서 참여자 6명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

신이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

다. 현재 금연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금연을 하는 금연

자에게 분석된 결과와 해석된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한 공감과 

동의 여부로 확인하였다. Colaizzi [20]가 제시한 7단계의 절차

를 준수하였고 각 자료에서 발견된 의미와 주제와 주제모음에 

대해서 지속해서 비교하고 분석적 사고를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동료검토(peer examination)를 통

해 자료의 분석과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중립성

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흡연과 금연 관련된 생각과 기존 지

식을 괄호치기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연 구 결 과

본 연구의 참여자 8명은 모두 남학생이고 나이는 24~26세, 

금연 전에 흡연량은 주당 2~8갑, 금연기간은 7~21개월이었다. 

금연의 동기는 건강문제와 이성 친구의 권유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금연에 따른 부모의 구체적 보상, 본인의 의지, 경제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6개월 이상 금연성공 경험을 한 8명의 참여자로부터 총 218

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이 진술로부터 41개의 의

미 단위, 14개의 주제 그리고 5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금

연성공 경험의 주제모음은 ‘인정’, ‘경계’, ‘애씀’, ‘자각’, ‘성장’

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핵심주제는 ‘재흡연의 가능성과 참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Table 1). 참여자 중 7명이 건강상의 



 Vol. 29 No. 2, 2020 171

대학생의 금연성공 경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1. 인정

참여자들은 담배 냄새에 불쾌감을 느끼고 건강상의 문제에

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흡연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중독자였음을 인정[認定]하였다. 참여자들은 처

음에 담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낙천적 생각

으로 흡연을 했지만,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면서 금연 동기

와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인정에 포함된 주제는 ‘모순적 행동 

인정’, ‘건강문제로 흡연의 심각성 인정’이었다. 

1) 모순적 행동 인정

참여자들은 담배 냄새에 민감했는데, 부모가 피우는 담배 냄

새, 피시방에서 맡는 담배 냄새, 행인의 담배 냄새, 자신의 몸과 

방에서 나는 담배 냄새 특히, 아침에 담배로 인한 입 냄새를 역

겨워했다. 담배 냄새를 자신이 싫어하면서도 자신이 담배를 계

속 피우는 모순적인 행동을 자각하고 자신이 담배에 중독되었

음을 인정하였다.

담배를 피우니까 묽은 침이 나오고 색깔도 누레지고 아

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가~스스로 역해서, (중략) 냄새 때

문에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항상 뭐라 하시거든요. 환기해

도 많이 나고 찌든 내가 묻어서 역해서 끊어야지 하면서

도~.(참여자 3) 

2) 건강문제로 흡연의 심각성 인정

참여자들은 교육과 주변의 흡연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건

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막상 건강상에 문제

(고혈압, 비염, 편도선염, 쌍꺼풀 수술, 축농증, 기관지염 등)가 

생겨도 담배를 끊지 못하면서 흡연의 심각성을 인정하였다. 

근데 수술 후에 담배 피우니까 엄청 고통스러웠거든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연기가 들어와서 ‘내가 진짜 이런 꼴

이 났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구나!’ 하고 그때 한번 심각성

을 느꼈어요.(참여자 2)

2. 경계

참여자들은 흡연과 관련된 냄새, 영상, 친구와의 술자리 등 

생활 전반에서 흡연의 유혹과 흡연 욕구를 경계[警戒]해야 했

다. 경계에 포함된 주제는 ‘몸이 담배 맛을 기억함’, ‘주변인과 

상황의 유혹’, ‘금단증상으로 예민해짐’이었다. 

1) 몸이 담배 맛을 기억함

참여자들은 담배와 관련된 소리, 냄새, 영상, 습관적인 의식, 

심리적 긴장 등은 흡연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였다. 이러한 자극

들은 생활 전반에 도사리고 있고 순식간에 욕구를 자극하여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였다.

연기 내뿜는 소리 “스읍~”하는 소리 들으면 땡겨요. 습

관이라서 밥을 먹고 안 피우면 허전하고 쉬는 시간에 안 

피우면 허전하고 자기 전에 피워야 하는.(참여자 1)

배우들이 담배를 피울 때 엄청 맛있게 피운단 말이에

요.(중략) 저도 피워봤으니까, 알기에~아~! 엄청 맛있겠

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5)

2) 주변인과 상황의 유혹

친구들은 장난처럼 참여자들의 금연을 조롱하기도 하고 불

을 붙여 담배를 입에 물려주기도 하였다. 수업 중간에 쉬는 시

간에 무의식적으로 담배 피우는 친구를 따라 나가기도 하고, 술

을 마시면 다잡아진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한 대 정도, 특히 술

을 마시다가 일제히 담배 피우러 나갈 때 가장 경계해야 했다.

친구들 만나면 끊었냐고 놀리고 (중략)~심지어는 불붙

여서 입까지 가져다주니까.(참여자 3) 

Table 1. Theme Clusters and Themes on the Success Experi-
ence of Smoking Cessation

Theme clusters Themes

Recognition ․ Recognition of contradictory behavior
․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smoking 
as a health problem

Warning ․ Inner desire for smoking
․ Temptation around smoking
․ Being sensitive to withdrawal symptoms 

Painstaking ․ Reward for loved ones
․ Keeping self-esteem 
․ Coping actively
․ Trying not to be in vain

Awareness ․ Endured for life
․ Understanding from friends

Maturity ․ Growing of the patience 
․ Self-confidence
․ Considering the people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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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애들이 우르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음식점에서나 같이 있다가 우르르 담배를 피우

러 나가면 혼자 있게 돼서 뻘쭘하고 그러니까.(참여자 6)

3) 금단증상으로 예민해짐 

참여자들은 금연 후에 일시적으로 수전증, 기침, 수면, 피부, 

불안감, 짜증 등을 경험했고, 장기적으로는 체중의 증가와 담

배 냄새에 대한 예민함을 경험했다. 체중의 증가로 체형의 변화

가 왔고 후각은 더 예민해졌다.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져 짜증이 

늘고 싸움으로까지 연결될 때는 재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심해야 했다.

(금연 후) 짜증이 나가지고? 여자친구 때문에 끊으려 

했고 끊고 나니까 짜증이 나서 또 싸우게 됐고 (중략), 먹

는 거로 계속 입이 심심해서 음식물 섭취를 계속했더니, 

금연하고 12 kg 정도 쪘거든요.(참여자 2)

3. 애씀

참여자들은 흡연에 대한 욕구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애

쓰고 있었다. 애씀에 주제는 ‘소중한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음’, 

‘자존감을 지키고자 함’, ‘적극적으로 대처함’, ‘헛되지 않도록 

참음’이었다. 

1) 소중한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음

참여자들은 금연에 대한 내적 욕구는 있었지만 금연을 못하

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수술 후 금연했

을 때 부모의 구체적 보상, 담뱃값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금연을 

실천하게 되었다. 참여자의 과반수가 이성 친구가 생기면서, 

이성 친구가 싫어해서 끊었다고 하였다. 끊고 난 다음에도 흡연

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면 이성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재흡연을 

하면 헤어진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다.  

여자친구가 싫어하는데 내가 계속 피울 이유가 없다고 

해서 끊었고, 여자친구랑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모

습 보면서 못 필 것 같아요. 지켜봐 주고 믿어주는 사람들

에게 보답해주기 위해서라도~.(참여자 1) 

2) 자존감을 지키고자 함

참여자들은 전에도 몇 번의 금연실패로 친구들로부터 비웃

음을 사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번에 금연

에 실패하면 친구와 가족들의 기대와 믿음에 실망감을 줌으로 

자존감에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흡연 욕구를 참

았다. 

저번에는 동기들이 피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

데 또 피우면 욕할 것 같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랬는데 그게 

후폭풍이 있을까 봐…….그리고 여자 친구한테도 말했는

데~ (중략) 주변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무서웠던 것 같아

요.(참여자 3)

3) 적극적으로 대처함

참여자들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흡연 자리를 되도록 피하

고 보행 중 담배 냄새가 나면 숨을 안 쉬고 걷는 등 흡연을 유발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였다. 그리고 재흡연의 부정적 경험을 

상기하기도 하고 금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서 금연의 결

과를 확인하면서 금연 의지를 다졌다. 흡연하는 상황이 되면 단

호하게 거절하는 등 금연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금연으로 입과 손의 허전했을 때, 이성 친구에게 전

화하기, 핸드폰 사용하기, 볼펜 굴리기, 군것질하기, 비타스틱

(금연 보조제) 흡입 등으로 흡연요구를 대처하였다.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하면) 무시했던 것 같아요. 더 안 

만나려고 했고, 계속 연락 오면 안 받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고, (중략) 약국에 파는 비타스틱 사서 한 번씩 빨고 군

것질을 계속해서 입이 심심하니까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었

어요.(참여자 3)

4) 헛되지 않도록 노력함

참여자들은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지금까지 금연하기 위

해서 참고 노력한 것이 모두 헛되므로 참는다고 하였다. 무엇보

다도 참여자들은 참은 게 아까워서라도 참겠다는 말을 자주 하

였다. 참여자 역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금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몸속에 니코틴을 오래 안 피우면서 많이 빼냈는데 다시 

피우면 말짱 도루묵이 그런 생각으로 ‘아예 손조차 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요.(참여자 5) 

4. 자각

참여자들은 담배는 평생 참아야 한다는 것과 결국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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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해할 것이란 자각을 하게 되었다. 자각에 포함된 주제는 

‘평생 참아야 함’, ‘친구 역시 이해함’이었다. 

1) 평생 참아야 함

참여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고 확신하지 않았

다. 참여자들은 금연성공 전에 여러 번 금연시도와 금연실패를 

하였다. 흡연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주변의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 담배는 평생토록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냥 저 스스로 ‘이걸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담배

를 끊는다는 걸 평생 참는다고 들어서 평생 참아야 하는 

거~.(참여자2) 

2) 친구 역시 이해함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술과 담배를 함께 해야 관계가 유지된

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술자리를 피하고 담배를 거절했지만 그

렇다고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친구들도 금연을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친구들 만나고 특히 술자리 갈 때 너무 피우고 싶으니

까 다 피했어요. 그렇다고 많이 멀어진 게 아니고 예전만

큼 친한 게 아닐 뿐이지 친하긴 한데….(참여자 1)

계속 연락 오면 안 받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고 그래도 

친구들이 연락 안 받아도 이해하더라고요.(참여자 3)

5. 성장

참여자들은 금연 행위와 유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적인 

힘과 자신감이 생기고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

고 배려하는 등의 성장을 보였다. 성장에 포함된 주제는 ‘참는 

힘이 생김’, ‘당당해짐’, ‘주변 사람을 배려함’이었다.

1) 참는 힘이 생김

참여자들은 흡연에 대한 욕구와 유혹에 대해 평생 싸워야 하

는 내적 대상으로 인지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연상태를 유지하면서, 

참여자들은 유혹은 순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인내하는 힘을 점차 키우게 되었다. 

담배 피운다는 건 찰나지 그 순간을 참으면 생각 안 나

요. 그 순간 피고 싶은 거지 피고 싶다고 한 시간 동안 생각

나는 건 아니에요. (중략)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

과 싸움 같아요.(참여자 2)

2) 당당해짐

참여자들은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업을 받

거나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고를 받을 때면, 자신

이 더는 흡연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뿌듯하고 그 순간 당당하게 

금연자라고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금연에 

대한 질문에 금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에 행복해하였다. 

병원 같은 곳이나 치과 이런 데 가면 담배를 피우지 말

라고 하는데, 저 담배 안 피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좋더라

고요.(참여자 6) 

아직도 안 펴? 물을 때, 아직도 안 핀다고 하고 기분 좋

긴 합니다.(참여자 7)

3) 주변 사람을 배려함

참여자들은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담배 냄새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다. 담배 냄새가 흡연 유혹이 되기도 했지만, 참여자

들의 대부분은 간접흡연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지금까지 

간접흡연의 가해자임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 하였다.

미래를 생각해서, 나 자신은 당연한 거고 내 주변 사람

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참여자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금연 6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성공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

해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의 금연성공 경

험의 주제모음은 ‘인정’, ‘경계’, ‘애씀’, ‘자각’, ‘성장’으로 확인

되었다. 

참여자들은 담배와 관련된 불쾌한 냄새, 건강상의 문제 등으

로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 금연하지 못

하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 역시 담배 중독자였음 ‘인정’하고, 

금연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흡연과 

관련된 크고 작은 건강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는 흡연의 심각성을 각성시켰고 금연동기를 유발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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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이었다. 건강문제는 중독으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동기화 전략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3,7,8,22]와 일치

하였다. 참여자들의 건강상의 문제는 금연 준비단계로의 이

행을 촉진했고 가족과 이성친구의 격려와 수술과 같은 극단

적인 상황은 금연을 실천하는 행위단계를 유도하였다. 따라

서, 대학생의 금연 유도를 위한 전략으로 호흡기를 비롯한 건

강상의 문제와 흡연과 관련된 냄새를 강조한 교육과 호흡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여자들은 금연성공을 위해 자신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

인 흡연 욕구와 흡연을 유혹하는 환경으로부터 ‘경계’하는 것

이었다. 참여자들은 담배 냄새, 담배를 흡입하고 뱉을 때 나는 

소리, 영상 속 배우들의 흡연 장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던 

상황, 심리적 긴장 등에서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수업 중간 휴식시간이나 친구들과의 술을 마시는 자리

에서 흡연하기 위하여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가는 상황에서 흡

연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꼈다. 이러한 욕구와 유혹은 대부

분 금연자가 경험하게 되는데[3,7,23], 그 순간을 극복하지 못

했을 때 재흡연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 부족을 자책하게 된

다. 대학생의 경우 금연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의지 부족으로 보

는 경향이 강한데[7,11,12], 이는 흡연 욕구와 유혹에 대한 경계

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금연 

개별 자의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과 흡연을 유혹하는 상황

을 파악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흡연에 대한 욕구와 유혹에 대처하고 금연을 유

지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흡연을 자극하는 

요인들을 알아차리기, 손과 입을 심심하지 않게 하기, 친구들

과의 술자리와 담배 피우는 자리를 피하기, 담배 거절하기, 금

연성공을 통해 자존감 지키기, 금단증상 극복하기 등 다양한 행

동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변화과정에서 금연시도자들

이 사용하는 적응기 전[24]인 인지적 과정과 행위적 과정 중에

서 행동을 실천하는 행위적 과정에 속한다. 행위적 과정의 사

용은 유지단계로의 이행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5]. 참여자들은 금연유지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의 

존재와 금연 통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작용하

였다. 반면, 중년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금연유지를 위해 금연

정책과 처벌을 요구해[23]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의 금연 동기 

중에서 이성 친구의 존재는 건강문제 다음으로 높았다[7]. 참

여자들 역시 이성 친구의 존재는 금연을 실천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자 금연유지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담배는 평생 참아야 하는 것으로, 담배를 함께 

피우지 않아도 친구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해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평생 참아야 한다는 자각은 지금까지 금연유지의 비결

이면서 앞으로 계속 금연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다. 금연

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와 격려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은 금연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강화하고 금연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연교육은 주된 흡연자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금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통

해 ‘성장’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흡연에 대한 욕구를 참고 

극복하면서 자신감과 대견함, 생활양식과 행동의 변화, 인내

하는 힘과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경험하였다. 성장에 대한 주

제는 비교적 단기적인 금연경험[3,8]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

다. 중독자의 회복과정은 단순하게 부정적인 결과에서 벗어

났다는 차원이 아닌 극복 하고자 하는 자발적 과정, 자기 변화 

및 성장의 일련의 과정이라는[8,23,26,27] 주장과 일맥상통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금연성공의 비결은 재흡연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평생 참아야 한다는 자각이며 흡연의 욕구와 

유혹을 경계 및 대처, 소중한 사람의 지지,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 금연사업은 금연

의 유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연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

흡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강점은 대학생 금연성공 경험에 대한 이해, 금연

유지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 방법 그리고 금연 대상자 역시 금연

유지를 위한 전략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다.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모두 남자 대학생으로, 여자대학

생의 금연성공 경험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흡기와 담배 냄새를 강조한 

시청각 교육, 흡연 대상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연교육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금연 

6개월 성공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후속으로 여

자대학생의 금연성공 경험에 관해서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

째, 본 연구는 금연 6개월 이상 성공자이지만 개별적인 금연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연의 기간을 고려한 추후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금연성공은 대학생 금연사업의 종

결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또 다른 시작으로 금연자를 위한 지속

적인 추후관리와 금연유지를 위한 행위과정 중심의 간호중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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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대학생들의 흡연행태는 흡연과 금연 그리고 재흡연의 과정

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의 6개월 이상 금연성공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하여, 대학생의 금연성공의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학생 금연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담배를 끊었다고 자신하기보다는 재

흡연의 가능성과 참고 있음을 자각하여 흡연 유혹을 알아차리

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대학생의 금연성

공을 위해서는 Prochaska와 Goldstein [18]의 변화단계별 접

근이 필요하다. 먼저 금연 행위단계에서는 흡연에 따른 불쾌한 

냄새와 건강문제를 강조한 금연교육이 필요하다. 금연 유지단

계에서는 금연자의 금연의지를 고취하고 신념을 강화할 수 있

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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