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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학령기 아동은 가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대개 7 12～

세에 걸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다 이 시기의 아동은.

성격의 기초를 닦아온 가정의 보호적 환경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단체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가지는

등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고 친구들과 집단생활을 하

게 된다 학령기의 사고능력은 피아제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있으나 지적 통찰력과 예견력이 없을 뿐 아니

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위험스러운 시기이기도 하다도( ,

1995).

최근 우리 사회는 지구촌이라는 이름 하에 지구가 1

일 생활권이 되어 서구의 문화를 신속히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런 현상이 아동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특히 대중매체나 컴퓨터통신을 통.

해 전달되는 청년문화는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아

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는 등 청소년 약물남용 문화

까지 아동에게 확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이( ,

한1981; , 1995).

이 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청소년(1997) ‘

의 흡연 및 음주에 관한 연구에서 흡연 및 음주를 시작’

한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때부터37.4%, 32.6%

음주 및 흡연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러 연

구에서도 이미 보고되고 있는 바이다이 한국마( , 1997;

약퇴치운동본부 한선희, 1998; , 1998; Denis and

문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Mark, 1996). (1996)

사에서도 음주 및 흡연 경험율이 각각 인46.6%, 9.8%

것으로 보아도 이미 초등학생에게까지 병폐가 전파되었

음을 알 수 있다김 천( , 1994; , 1994).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시작시기 또한 어려져 초등학교 시절에 이르고 있다 청.

소년범죄와도 상관성이 높으며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처 사회적 문제고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런 음주와 흡연은.

기타 다른 향정신성 약물의 남용으로 가는 연결고리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한( ,

이에 음주 및 흡연을 시작하는 초등학생 시기에1991).

적절한 예방교육이 실시된다면 그 예방 효과는 클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 실태를 조

사해 볼 필요성을 느꼈으며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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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

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부산시내 초등학생 학년의 음주 및 흡5, 6

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경험의 실태를 확인한다1) .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경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다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경험의 차3)

이를 확인한다.

Ⅱ 문헌 고찰.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이 성인보다 더 해롭다 청소년.

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세포나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더 강하게 작

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주 및 흡연은 청소년의 지적. ,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안한 심리와 비행과도 연관되

기 때문에 정신건강상에도 해롭다 대인범죄 폭력범죄. , ,

파괴충동 약물남용 가출을 한 청소년에게서 음주 및 흡, ,

연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범죄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에 따르면 학. (1992)

교 청소년 중 가 음주 및 흡연을 포함한 약물을49.9%

사용했으며 소년원 청소년 가 음주 및 흡연을 포90.5%

함한 약물을 사용하여 소년원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배 정도 더 높아 이를 입증해 준다 습관성이 있는 담2 .

배를 대부터 시작하면 혈관장애 신경장애 위장장애10 , , ,

호흡기장애 등이 그만큼 증가되어 성인초기에 만성 질병

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가까.

이 하게되면 자신의 신체나 정신을 병들게 한다이 등( ,

1994).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의 조사에서 흡연율(1994)

였으며 천 의 서울 지역 초등학교 학년의6.9% , (1994) 6

음주경험 흡연경험 로 조사되었다 초등학64.2%, 9.1% .

생의 음주율 변화는 년 년1991 9.3%, 1992 10.6%,

년 년 였으며 흡연율의 변화1994 29.5%, 1996 46.6% ,

는 년 년 년1991 4.7%, 1992 4.3%, 1994 5.9%,

년 로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율이 꾸준히1996 9.6%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문 한( , 1994, 1996; , 1991,

한 와1993), (1997), Denise Denise, and John

의 연구에서 음주 및 흡연의 시작 연령이(1984, 1996)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 의 남자고등학생 흡연동기 조사에서 호기심(1994)

친구의 권유 정신적 갈등38.50%, 21.29%, 13.76%

였으며 김 의 연구에서도 중고등 학생을 대상, (1993)

으로 한 음주 및 흡연 동기 중 호기심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 의 연구에서 흡연 사실을 부모가 모르는 경(1994)

우가 이성희 의 여고생의 경우도 흡연 사73.4%, (1993)

실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높았다.

김 의 조사에서 담배 마련은 친구선배(1994) · 38.0%,

용돈 어른 것 사용 거짓말 로 조30.4%, 26.6%, 5.0%

사되었으며 김 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 (1993)

과 술 및 담배를 가게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각각

가정 부모53.5%, 79.3%, 26.8%, 6.6%, 9.4%,

친구선배 로 조사되었다 술담2.5%, · 10.3%, 11.6% . ·

배 혹은 경비 마련을 용돈으로 가게에서 직접 구입하거

나 부모의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게에서는 청, .

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풍토가 정착화되고 가·

정에서는 자녀에게 술담배 심부름을 자재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 의 조사에서 초등학생 흡연 장소는 야외(1994)

화장실 자기집 친구집49.4%, 21.5%, 13.9%,

오락실만화가게 있었다 정 의 중12.7%, · 2.5% . (1989)

학생 대상 음주 및 흡연 장소는 집친구집 야외 화장( ), ,

실의 순서였다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장소는 야외 집. ,

자기집친구집 화장실 등이었으며 성인의 관심이 소( · ), ,

홀하기 쉬운 곳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청소년은 음주의 경우 또래와 여럿이서 흡연의 경우,

친구나 혼자서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배( , 1994;

정 한, 1989; , 1996).

김 의 연구 결과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해 흡연(1994)

경험자는 흡연 비경험자는 가 좋지 않다67.1%, 82.8% ‘ ’

고 응답하였으며 현 의 청소년대상 조사에서 지, (1992)

금까지 흡연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청소년의 경우 앞으로

도 전혀 흡연의사가 없었고 는 사회인이 되었을12.0%

때 흡연할 의사가 있다 이는 정 의 결(p< .001), (1988)

과와 일치하며 흡연경험자의 미래 흡연의사는 흡연비경

험자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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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흡연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음주 및 흡연

관련 보건교육을 적게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 ,

1998).

이 의 중고등학생의 흡연행동은 남 녀(1997) 30.5%,

음주행동은 남 여 로 유의한 차12.2%, 60.5%, 42.7%

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 및 흡연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P< .001).

Jerald, Loloyd and Ptrician(1981), Nolte,

에 따르면 부모Smith and O'Rourke(1983a, 1983b)

가 존재하는 그룹 보다 결손 그룹에서 음주 및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 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자기집일(1994)

때 였으며 전세 월세 로 주거형태79.7% , 13.9%, 6.4%

와 초등학생의 흡연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이명숙 의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부모에 대한(1993)

태도와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일 때 흡

연율 및 비흡연율이 각각 의존적일 때37.8%, 47.0%,

복종일 때 반항적일15.6%, 28.3%, 15.6%, 14.2%,

때 무관심할 때 비흡연율이 로 조17.8%, 1.4%, 1.4%

사되었다 문 의 조사에서 부모가 구( P< .001). (1994)

타 과잉배려 욕설 사랑 부족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을, , , ,

수록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명숙 의 남자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조사에서(1993)

한달 용돈이 만원 미만인 경우가 비흡연군의‘2 ’ 16.0%,

흡연군의 였고 만원 이상일 경우가 비흡연군이2.2% , ‘10 ’

흡연군이 로 용돈이 많을수록 비흡연군이1.4%, 2.2%

적었다 이명숙 과 장 의 연구에(P< .01). (1993) (1991)

서도 용돈이 많을수록 음주 및 흡연경험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를 조사

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모집단은 초등학생이고 표집집단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산시내에 소재한 교육구

청별로 개 초등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개 초등1 6

학교에서 학년 중 각각 개 학급을 선정하여 명5, 6 2 604

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

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양호교사를 통해 설문지

를 배부하고 자기보고 형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즉석에

서 회수하였다 조사 기간은 년 월 부터 월. 1998 12 1 12

일 까지였다15 .

본 연구의 도구는 황 의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1990) ‘

태를 조사한 도구와 김 의 농어촌과 중소도시’ (1994) ‘ 6

학년의 흡연 실태를 조사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

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했으며PC-SAS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 및 음주 및 흡연에 대

한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경험의 차이는 실수 백분율, , Chi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quare test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1.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경험율1)

대상자의 음주 경험율은 흡연 경험율은20.7%,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학생은8.1%, 5.6%

로 조사되어 음주 및 흡연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시

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의 조사에서. (1996)

초등학생의 음주율 흡연율 로 조사되었으46.6%, 9.6%

며 김 의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년의 음주율, (1994) 6

흡연율 로 본 연구결과 보다 높게 조사되64.2%, 9.1%

었는데 이는 조사대상 지역이 달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1>.

표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경험율< 1> (N=604)

음 주 흡 연 음주와 흡연

유 무 유 무 유 무

n % n % n % n % n % n %

125(20.7) 479(79.3) 49(8.1) 555(91.9) 34(5.6) 463(76.7)

최초 경험시기 시작동기 및 부모의 인지여부2) ,

음주 및 흡연의 최초 경험시기는 학년이 가장 높고5

다음이 학년 이전이었다 음주 및 흡연 시작동기는 호1 .

기심과 기타가 가장 높았다 음주의 경우 기타가 가장.

높았던 것은 어릴 때 가족 및 가정행사때 술을 권하는

문화적 습관으로 술을 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인지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부모가 음주 사실,

을 알고 있는 경우는 흡연 사실을 알고 있는 경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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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로 조사되어 음주는 부모가 알고 있는 경우34.7% ,

가 월등히 높았으며 흡연은 부모가 알고 있는 경우가 낮

게 조사되었다 이는 김 의 한 조사에서는 부모가. (1994)

초등학생 대상자의 흡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로73.4%

본 조사결과 보다 높았으며 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 및 흡연 인지여부 조사

결과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명숙 이 체 이는 최근 맞벌( , 1993; , 1990; , 1992).

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

지고 대화시간이 줄어들면서 파생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2>.

표 음주 및 흡연경험자의 경험시기 동기 및 부< 2> ,

모의 인지여부 N=174

내 용 구 분

음주경험자

(n=125)

흡연경험자

(n=49)

실수 (%) 실수 (%)

최초경험

시기

학년6 19 (15.2) 9 (18.4)

학년5 31 (24.8) 10 (20.4)

학년4 22 (17.6) 8 (16.3)

학년3 10 (8.0) 8 (16.3)

학년2 18 (14.4) 4 (8.2)

학년 이전1 25 (20.0) 10 (20.4)

시작동기 기분전환 7 (5.6) 1 (2.0)

호기심 40 (32.0) 30 (61.2)

친구의 권유 5 (4.0) 3 (6.1)

기타 73 (58.4) 15 (30.7)

부모의

인지 여부

알고 계신다 92 (73.6) 17 (34.7)

모르고 계신다 19 (15.2) 23 (46.9)

잘 모르겠다 14 (11.2) 9 (18.4)

술 담배 출처 경험장소 및 동반자3) · ,

음주 및 흡연에 필요한 술담배의 출처는 집에 있는· ‘

것을 이용한다 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가정에서’ 82.2%

아동들에게 술담배 심부름을 삼가고 술담배의 보관 및· , ·

관리는 아동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 및 흡연의 경험장소는 자신 및 친구집‘ ’ 32.2%,

학교주변 야산 공터 빈집 기타오락‘ , ’ 2.9%, ‘ , ’ 2.9%, (

실 만화방 비디오방 로 조사되었고 음주 및, , ) 62.0% ,

흡연 경험동반자는 혼자 친구 선배84.0%, 14.3%,

의 순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7%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에서는 동반자가 친구인 경(1998)

우가 음주 흡연 였으며 배 이명61.9%, 65.6% (1994),

숙 이성희 의 연구에서도 동반자로 친구(1993), (1993)

가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자인 경우가 가장 높

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비해.

집단적 사회화 경향이 적으며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음

주 및 흡연경험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초등학.

생을 혼자서 장시간 집안에 머무르게 하기보다는 교우

및 가족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3>.

표 음주 및 흡연 경험자의 술 담배 출처 경험장< 3> · ,

소 및 동반자 N=174

내 용 구 분 실수 백분율

술 담배의·

출처

용돈으로 직접 산다 12 6.9

친구나 선배에게 얻어서 한다 19 10.9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 143 82.2

경험장소 자신 및 친구집 56 32.2

학교주변 야산, 5 2.9

공터 빈집, 5 2.9

기타오락실 만화방 비디오방( , , ) 108 62.0

사용동반자 혼자 146 84.0

친구 25 14.3

선배 3 1.7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태도2.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생각 권유 장래의사 처벌 인, , ,

지 보건교육 요구 및 친구의 음주 및 흡연 행위에 대한,

대처에 대해 조사한 바는 표 와 같다< 4> .

본 조사결과 음주 및 흡연 경험자는 타인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음주 및 흡연 충동을 더 느

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음주 및 흡연의 권유에 대.

해 비경험군은 경험군보다 음주와 흡연 모두 해보겠다‘ ’

라고 대답한 비율이 낮았고 하지 않겠다 응답이 더 높, ‘ ’

게 나와 음주 및 흡연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타인의 음

주 및 흡연의 권유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음주 및 흡연자에 대한 처벌인지 결과 처벌을 받는다‘ ’

고 응답한 비율이 음주에서는 비경험군이 더 높았으나

흡연에서는 비경험군이 더 낮게 조사되었다 음주 및 흡.

연의 보건교육에 대해 음주 및 흡연 경험자는 비경험자

에 비해 음주 및 흡연 관련 교육요구가 더 낮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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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런 연구 결과는 김 이명숙(1994), (1993),

이성희 와도 일치하였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1993) .

음주 및 흡연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친구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음

주 및 흡연 경험군는 비경험군보다 친구의 음주 및 흡연사

실을 더욱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경험의 차이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경

험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고 대상자의< 5> ,

일반적인 특성 중 음주 및 흡연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던 변수는 성별 부모의 결합형태 부모의 양육태도에, ,

대한 인식 학교수업 이외 여가시간 활용이었다, (P<

.05).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율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음주( X2 흡=8.742, P=0.003,

연 X2 여러 연구에서도 음주 및=11.577, P=0.001).

흡연경험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김( ,

김 이 이는 남학생이 음주 및1994; , 1993; , 1997).

흡연에 노출되거나 접근할 기회가 더 많고 우리나라 전

통상 남자에게 음주 및 흡연이 더 허용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가족형태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율의 차

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김 의 조사에서도 대, (1994)

상자의 흡연과 가족형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핵가족화 되면서 대가족.

가정이 수적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또 대가족이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지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

서 예전의 대가족의 의미가 희석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연구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태도< 4> N=604

내 용 구 분

음 주 흡 연

유(n=125) 무(n=479) 유(n=49) 무(n=555)

n % n % n % n %

음주 및

흡연자에

대한 생각

좋지 않다 75 (60.0) 367 (76.6) 18 (36.7) 424 (76.4)

나도 따라하고 싶다 5 (4.0) 2 (0.4) 5 (10.2) 2 (0.4)

궁금하다 10 (8.0) 20 (4.2) 4 (8.2) 26 (4.7)

잘 모르겠다 35 (28.0) 90 (18.8) 22 (44.9) 130 (18.5)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권유

해보겠다 16 (12.8) 5 (1.0) 6 (12.2) 4 (0.7)

하지 않겠다 88 (70.4) 431 (90.0) 31 (63.3) 522 (94.1)

잘 모르겠다 21 (16.8) 43 (9.0) 12 (24.5) 29 (5.2)

장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의사

하겠다 32 (25.6) 40 (8.4) 3 (6.1) 15 (2.7)

하지 않겠다 46 (36.8) 281 (58.7) 25 (51.0) 451 (81.3)

어른이 되어보아야 알겠다 47 (37.6) 158 (32.9) 21 (42.9) 89 (16.0)

음주 및

흡연자에 대한

처벌 인지

받는다 39 (31.2) 154 (32.2) 20 (40.8) 182 (32.8)

받지 않는다 54 (43.2) 174 (36.3) 16 (32.7) 211 (38.0)

잘 모르겠다 32 (25.6) 151 (31.5) 13 (26.5) 162 (29.2)

음주 및

흡연에 대한

보건교육 요구

받겠다 57 (45.6) 323 (68.4) 27 (55.2) 359 (64.7)

받지 않겠다 39 (31.2) 57 (11.9) 11 (22.4) 92 (16.6)

잘 모르겠다 29 (23.2) 99 (20.7) 11 (22.4) 104 (18.7)

친구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한

대처

못하게 말린다 62 (49.6) 323 (67.4) 23 (46.9) 357 (64.3)

못 본 척한다 8 (6.4) 17 (3.5) 7 (14.3) 19 (3.4)

같이 해본다 6 (4.8) 1 (0.2) 2 (4.1) 1 (0.2)

어른께 알린다 22 (17.6) 98 (20.5) 7 (14.3) 130 (23.4)

잘 모르겠다 27 (21.6) 40 (8.4) 103 (20.4) 4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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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부모의 결합형태에 따른 음주 및 흡연경험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음주( X2=11.185,

흡연P=0.004 X2 편친 아동이=17.657, P=0.001)

양친 아동보다 음주 및 흡연 경험율이 높음을 알 수 있

고 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권과 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5; , 1998; Nolte et al,

따라서 부모 각자의 역할이 아동성장1983a, 1983b).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주거형태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율의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김 의 연구에서는. (1994)

자기집에서 흡연율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어(P<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앞으로 반복 연.05), .

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의 차

이에선 음주경험군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 경험군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629,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P=0.020).

이고 긍정적일 때 자녀의 흡연율이 낮아 질 것으로 사료

된다.

대상자의 한달 용돈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음주 및 흡연 경험율이 높아진다는 다

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김 이성희( , 1994; , 1993;

현, 1992; Banks, Bewley, Bland, Dean and

Polland, 1978; Lanese, Banks and Keller,

이는 초등학생 때가 음주 및 흡연을 시작하는1972).

시기이고 아직 습관화되지 않아 용돈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학교수업 이외 여가시간 활용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 음주경험군의

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 경험의 차이< 5> (N=604)

특성 구분

음 주 흡 연

유 무
X2 P

유 무
X2 P

n % n % n % n %

성별 남 80 (25.4) 235 (74.6)
8.742 0.003*

37 (11.7) 278 (88.3)
11.577 0.001*

녀 45 (15.6) 244 (84.4) 12 (4.2) 277 (95.8)

가족형태 핵가족 99 (79.2) 406 (84.8)
1.894 0.169

39 (79.6) 466 (84.0)
0.728 0.394

대가족 26 (20.8) 73 (15.2) 10 (20.4) 89 (16.0)

부모의

결합형태

양친 112 (89.6) 452 (94.6)
11.185 0.004*

37 (75.5) 527 (95.0)
17.657 0.001*편친 9 (7.2) 23 (4.6) 8 (16.3) 24 (4.3)

기타 4 (3.2) 4 (0.8) 4 (8.2) 4 (0.7)

주거형태 자기집 64 (51.2) 280 (58.5)
2.351 0.309

24 (49.0) 320 (57.7)
1.617 0.446전세 48 (38.4) 154 (32.2) 19 (38.8) 183 (33.0)

월세 13 (10.4) 45 (9.3) 6 (12.2) 52 (9.3)

부모의 양육태

도에 대한 인식

좋다 66 (52.8) 282 (58.9)
1.497 0.221

24 (49.0) 324 (58.4)
1.629 0.020*

좋지 않다 59 (47.2) 197 (41.1) 25 (51.0) 231 (41.6)

한달용돈 없음 26 (20.8) 97 (20.3)

5.214 0.157

14 (28.6) 109 (19.6)

3.791 0.285
만원 미만 29 (23.2) 131 (27.3) 11 (22.4) 149 (26.8)

만원 이상 42 (33.6) 181 (37.8) 14 (28.6) 209 (37.7)

이만원 이상 28 (22.4) 70 (14.6) 10 (20.4) 88 (15.9)

학교수업 이외

여가시간 활용

학원과외· 47 (37.6) 210 (43.8)

5.785 0.123

11 (22.4) 246 (44.3)

9.020 0.029*
운동 놀이, 20 (16.0) 99 (20.7) 12 (24.5) 107 (19.3)

비디오오락TV· · 33 (26.4) 87 (18.2) 14 (28.6) 106 (19.1)

집안일 25 (20.0) 83 (17.3) 12 (24.5) 96 (17.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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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 경험군의 경우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X2 즉 학교=9.020, P=0.029). ,

수업이외 시간을 오락 집안일 운동놀이로 시간을 보‘ , , · ’

낼 때 흡연 경험율이 높아졌으며 김 의 연구에서, (1994)

도 오락으로 학교수업이외 시간을 보낼 때 흡연 경험율

이 높아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P< .001) .

부모나 주위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시간이 많을수록 흡연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수업 이.

외 시간에 대한 올바른 시간 활용 지도와 부모 혹은 주

위의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시내 개 초등학교 학년 명을6 5, 6 604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 태도 및 관련변인들을,

확인하고자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무기명 자1998 12 1 15

기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연구대상의 음주 및 흡연경험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1.

음주 경험율은 남 여 흡20.7%( 25.4%, 15.6%),

연 경험율은 남 여 였고 음주8.1%( 11.7%, 4.2%) ,

와 흡연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였다5.6% .

연구대상의 음주 및 흡연경험의 시작시기는 학년음2. 5 (

주 흡연 이 가장 많았으며 시작동기24.8%, 20.4%)

는 호기심에 의한 것음주 흡연 이( 32.0%, 61.2%)

가장 많았다 자녀의 흡연 사실을 부모가 모르는 경.

우가 로 더 많았던 반면에 음주 사실은 부모46.9%

가 아는 경우가 로서 모르는 경우보다 더 많73.6%

았다 술담배의 출처는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 · ‘

다 가 가장 많았고 경험장소는 기타오락실’(82.2%) ( ,

만화방 비디오방 등 자신 및 친구의 집이, ) 62.0%, ‘ ’

로 가장 많았으며 경험시 동반자는 혼자서 하32.2%

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84.0% .

연구대상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바는3.

음주 및 흡연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호의적이었

고 장래의 음주 및 흡연 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었으며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처벌 인지정도 및 보건,

교육 희망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음주 및

흡연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및 흡연경험의4.

유무를 확인한 결과 음주경험은 성별 과(P=0.003)

부모의 결합형태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P=0.004)

있었고 흡연경험은 성별 부모의 결합형, (P=0.001),

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P=0.001),

및 여가시간 활용 에 따라(P=0.020) (P=0.029)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이상의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이 음주 및 흡연 환경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위험이 초등학생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부모들이 간

과하고 있은 듯 하다 호기심이 많고 신체적정신적으.

로 미숙한 어린 시기에 음주 및 흡연을 시작하여 습관화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음주 및 흡연에 대한 보건교육을

통하여 술과 담배의 유해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친구들과

주위환경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술과 담배를 삼가

야 할 것이며 또한 자녀들의 여가 시간활용에 대하여 각

별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양호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 및 위해성을 알리고 아동들에게 지속적,

인 관심을 갖도록 당부 및 협조를 구함으로써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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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hildren, Drinking, Smoking

A Research on an Actual State of

Drinking and Smok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an, Kyoung Ae*Kim, Young 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and the factors in relation to

drinking and smoking of elementary school.

The subject for this study consisted of 604

students of six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Pusan.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anonymous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 MSN, RN, School health teacher, in Puasn

** PhD, Rn,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 P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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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 1998 to Nov. 15, 199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ate of drinking of the whole respondents

was 20.7% (male 25.4%, female 15.6%), the

rate of smoking was 8.1%(male 11.7%,

female 4.2%). The user of drink and cigarets

together showed 5.6%.

2. The school year of the first drinking and

smoking was most at the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drinking 24.8%, smoking

20.4%).

The motivation of beginning drinking and

smoking was curiosity for the most

part(32.0%, 61.2%). As to a way to get

drink and cigarets, using a thing in the

house' was most(82.2%). As to a used place,

their own home or their friends' home

showed 32.2% for the most part. Companion

was mostly alone(84.0%).

3. Those who had experience of drinking and

smoking took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drinker and smoker, were more hospitable to

exhortation to drinking and smoking, and

were more positive about the late intention

of drinking and smoking, but his desire for

health education was lower than not. And he

showed overlooking or keeping step with his

friend's drinking and smoking.

4. In the results so far investigated difference of

drinking and smoking according to a general

tendency of respondents. The experience of

drinking was related to sex distinction

(P=0.003) and the marital status of parents

(P=0.001). And the experience of smoking

had relation to sex distinction(P=0.001), the

marital status of parents(P=0.001), the

parent's attitude of bring up(P=0.020) and

making use of leisure (P=0.029)(P<.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