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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부 초, 중학생들의 간접흡연 실태와 그로 인한 현재 흡연 여부 관계를 분석하여
초, 중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 계획 및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64명과 중학생 475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관련성은 가정불화, 성적,
친구관계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에게서 높게 조사되었고,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에 따른 간접흡연 실
태는 부모 및 친구의 흡연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접흡연의 주
제공자는 아버지며, 주 간접흡연 피해 장소는 집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흡연하는 아버지를 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았
으며,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현
재흡연율이 높았고, 엄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와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
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으며, 간접흡연에 노출 되었던 대상자에게서 현재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 중학생의 간접흡연 실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또한 대상자
들의 현재 흡연은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노출 및 그로 인
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와 공공장소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제도적 및 환경
적인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간접흡연 예방 교육 및 대처방
안 교육이 조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
들에게 필수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 학교 흡연예방사업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 흡연예방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 실시 등 국가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과도기
적인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시기이다. 또한 이 과정
에서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만 정서적 변화가 급
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전 생애의 발달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한 시기로 이후 성인기의 건강한 생활 적응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시기에 유해한 담
배를 즐기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의 첫 흡연경험 시기가 1998년의 경우 15.5
세에서 2006년에는 12.4세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점차 흡연 시작연령이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간접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흡연
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가정에 흡연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마 태어나기 전
부터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
소년들은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여 어른들
의 흡연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기 쉽다. 부모의 무의
식적인 흡연의 도취가 자녀의 흡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흡연하는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은 스스
로 흡연자가 되기가 더 쉽다[5]. 청소년기에는 친구
집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그 집단의 기준, 유
행, 행동습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
히 높으므로 친구집단의 흡연에 노출되면 이를 거부
하기 보다는 집단에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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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처럼 간접흡연은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흡연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파악
하여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간접흡연이 청소년의 현재
흡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
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일반
적 특성과 가족의 특성을 조사하고 간접흡연의 실태
와 현재 흡연 여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표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단위 : 명(%)
변수
노출
비노출
p-값*
가정불화
227(68.0) 107(32.0)
0.000
학업성적
378(65.5) 199(34.5)
0.000
친구관계
142(66.7)
71(33.3)
0.028
*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 초등학
교 5, 6학년 481명과 중학교 1, 2, 3학년 49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초등학교 17부, 중학교 15부를 제외한 초
등학교 464부와 중학교 475부 등 총 93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3].
2.2. 연구도구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간접흡연
들을 고려하여 작성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가정환경, 흡연실
태, 간접흡연실태, 간접흡연 예방교육 실태, 흡연지
식 등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
석의 통계적 유의성 판정기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사되었다(p<0.05)(표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을
살펴보면 남학생 58.5%, 여학생 62.0%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었고, 초등학생에서 58.3%가 간접흡연에 노출
되었고 중학생인 경우 62.0%가 간접흡연에 노출되
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불화에 따른 간접
흡연 노출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68.0%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었고, 없는 경
우가 55.8%로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가 간접흡연에
노출경험이 높았다(p<0.01). 학업성적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서는 전체학생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65.5%, 없는 경우가 51.5%로 조사되었고(p<0.01), 친
구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유무와의 관련성에서도 스
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66.7%, 없는 경우 58.3%로 조

연구 대상자의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흡연을 할 경우
74.1%,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44.0%로 아버지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
았다(p<0.01). 친구의 흡연에서는 75.8%로 친구가
흡연하는 경우 간접 흡연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2).

[표 2]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단위 : 명(%)
변수
노출
비노출
p-값*
부친 흡연
372(74.1) 130(25.9)
0.000
친구 흡연
100(75.8)
32(24.2)
0.006
*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3.3. 간접흡연 주제공자 및 장소

연구 대상자의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주제공자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47.7%로 가장 높았고, 주 간접흡
연 피해 장소는 집이 36.8%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
인 경우 PC방이 50,0%, 여학생은 집이 42.3%로 각
각 간접흡연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0.01)(표 3).

[표 3]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
단위 : 명(%)
변 수
남
여
계 p-값*
간접흡연 부 136(45.2) 143(50.4) 279(47.7) 0.088
집 95(31.7) 120(42.3) 215(36.8) 0.000
주간접
흡연장소
PC방
150(50.0) 46(16.2) 196(33.6)
*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3.4. 간접흡연 노출 유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간접흡연 노출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간접흡
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간접흡연 노출 관련변수는 교차비
추정치로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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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스트레스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
이 1.545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흡연하는 아버지를 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
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3.636배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
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있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1.723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표 4).
[표 4]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성별
학년
성격
내성적
보통
가정불화
학업성적
친구관계
가족형태
경제수준
매우잘산다
잘산다
가정분위기
엄하다
보통이다
부친 흡연
친구 흡연
교사 흡연
상수

B SE
(모수 (표준 wald
추정치) 오차)
-0.223 0.150 2.207
0.182 0.161 1.267
0.123
0.093 0.274 0.115
0.066 0.283 0.055
0.180 0.165 1.186
0.435 0.160 7.423
0.253 0.193 1.716
-0.039 0.239 0.027
4.911
0.207 0.326 0.401
-0.209 0.363 0.333
0.216
-0.030 0.315 0.009
0.045 0.328 0.018
1.291 0.149 75.356
0.544 0.246 4.883
0.487 0.159 9.423
-3.654 0.620 34.711

EXP(B)에
대한
95.0%
Exp(B)
(교차비 신뢰구간
P값 추정치) 하한 상한
0.137 0.800 0.596 1.074
0.260 1.199 0.874 1.646
0.940
0.734 1.098 0.641 1.879
0.814 1.069 0.614 1.861
0.276 1.197 0.866 1.655
0.006 1.545 1.130 2.113
0.190 1.288 0.882 1.881
0.869 0.961 0.602 1.535
0.086
0.526 1.230 0.649 2.331
0.564 0.811 0.398 1.652
0.898
0.923 0.970 0.523 1.798
0.892 1.046 0.550 1.989
0.000 3.636 2.717 4.866
0.027 1.723 1.063 2.790
0.002 1.628 1.193 2.222
0.000 0.026

[표 5]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성별
학년
성격
내성적
보통
가정불화
학업성적
친구관계
가족형태
경제수준
매우잘산다
잘산다
가정분위기
엄하다
보통이다
부친 흡연
친구 흡연
교사 흡연
간접 흡연
상수

†성별(남=1,

†성별(남=1, 여=0), 학년(초등학생=1, 중학생=0), 성격(활발하
다=기준), 가정불화스트레스(유=1, 무=0), 학업성적스트레스(유
=1, 무=0), 친구관계스트레스(유=1, 무=0), 가족형태(양부모=1,
결손=0), 경제 수준(못산다=기준), 가정분위기(자유롭다=기준),
부흡연(유=1, 무=0), 친구흡연(유=1, 무=0), 교사흡연(유=1, 무
=0)
3.5. 현재흡연 유무 로지스틱 회귀분석

는 대상자는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4.256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표 5).

현재흡연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현재흡연 유
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현재흡연 유무 관련변수는 교차비 추정치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현재흡연을 하는 대상자가
3.44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중
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하여 현재흡연을 하는 경우가
1.941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엄
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가 자
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2.274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6.479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간접흡연 경험이 있

B
(모수
추정치)
1.236
-0.663
-0.147
-0.678
0.107
0.341
-0.396
-0.082
-0.147
-0.338
0.821
1.226
-0.083
1.869
0.242
1.448
0.289

Exp(B)
(교차비
SE
(표준 wald P값 추정치)
오차)
0.286 18.728 0.000 3.443
0.283 5.500 0.019 0.515
4.449 0.108
0.484 0.092 0.762 0.864
0.491 1.911 0.167 0.507
0.270 0.158 0.691 1.113
0.287 1.408 0.235 1.406
0.345 1.318 0.251 0.673
0.379 0.046 0.829 0.922
0.520 0.771
0.609 0.058 0.810 0.864
0.651 0.270 0.603 0.713
8.113 0.017
0.388 4.490 0.034 2.274
0.430 8.112 0.004 3.406
0.262 0.100 0.752 0.920
0.265 49.855 0.000 6.479
0.319 0.574 0.449 1.273
0.347 17.446 0.000 4.256
0.861 0.112 0.737 1.335

EXP(B)에
대한 95.0%
신뢰구간
하한 상한
1.967 6.028
0.296 0.897
0.334
0.194
0.656
0.801
0.342
0.439

2.229
1.328
1.890
2.468
1.324
1.936

0.262 2.848
0.199 2.552
1.064
1.466
0.550
3.857
0.681
2.157

4.861
7.917
1.539
10.883
2.379
8.398

여=0), 학년(초등학생=1, 중학생=0), 성격(활발하
다=기준), 가정불화스트레스(유=1, 무=0), 학업성적스트레스(유
=1, 무=0), 친구관계스트레스(유=1, 무=0), 가족형태(양부모=1,
결손=0), 경제 수준(못산다=기준), 가정분위기(자유롭다=기준),
부흡연(유=1, 무=0), 친구흡연(유=1, 무=0), 교사흡연(유=1, 무
=0), 간접흡연(노출=1, 비노출=0)
4. 고찰

청소년기의 흡연은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행위로서,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담배를 피
우는 청소년끼리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 까지 탐닉하는 동기가 된다.
특히 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흡연자
가 내뿜는 담배연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건강장해를
일으키며, 청소년들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
여 어른들의 흡연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게 되어 자
신이 흡연자가 되어 다른 비흡연자에게 건강상의 피
해를 주는 간접흡연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간접흡연의 경험이 현재 흡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초, 중학생들의 간접흡연
노출 실태 및 흡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초, 중학
생들의 흡연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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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
가 있는 대상자, 경제수준이 가난한 대상자, 흡연하
는 아버지를 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 흡연
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비
흡연 대상자에게서 간접흡연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
과 유사한 결과이다. 현재흡연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
에게서, 초등학생 보다 중학생에게서, 엄한 가정 분
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에게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대
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간
접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흡연율이 높게 나
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는 보였다[1][2][3]. 본 연구
제한점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간접흡연 노출과
현재 흡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
치도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을 임의로 표본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대표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므로 조사의 객관성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상식에 부합되는
내용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받아 들일만 하다고 판단
된다. 향후 연구 대상을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
역으로 확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부 초, 중학생들의 간접흡연
실태와 그로 인한 현재 흡연 여부 관계를 분석하여
초, 중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 계획 및 수립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
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64명과 중
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문헌과 기존의 조
사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관련성은 가정불화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에게서 높게 조사되었다
(p<0.05). 연구 대상자의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
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는 부모 및 친구의 흡연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연구 대상자의 간접흡연의 주제공자
는 아버지였으며, 주 간접흡연 피해 장소는 집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0.01).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는 흡연하는 아버지를 둔 대상자가 그렇
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았으며
(p<0.01),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 이 높게 나타났다
(p<0.01). 현재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학생
이 초등학생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고(p<0.01),
엄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와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으며(p<0.01), 간접흡연에 노
출 되었던 대상자에게서 현재흡연율이 높게 나타났
다(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 중학
생의 간접흡연 실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현재 흡연은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노출
및 그로 인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
교와 공공장소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제
도적 및 환경적인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간접흡연 예방
교육 및 대처방안 교육이 조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되
어야 하겠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
기 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흡연예방 교육
을 수강하게 하고, 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 학
교 흡연예방사업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 흡연예방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 실시 등 국가적인 정책이 동
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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