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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은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중추신경억제물질로서 과

량복용시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등에, , ,

영향을 미쳐 진정 수면 호흡곤란 고혈압 협심증 간질환, , , , , ,

위궤양 등의 질환을 일으키며 정신적 상태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

실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음주를 시작한 사람보다 알코올 의존자나 중독자가 될 가능

성이 배로 증가되며 대 사망이나 불구의 원인이 되는 자4 , 10

살 타살 방화 폭력 등과 같은 사고 가운데 음주와 관련된, ,

사고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

과 함께 가출 절도 등의 청소년 비행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

를 야기시키게 된다오동열( , 1998).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과 피해로 임산부나 환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금지시켜야 할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미성년자

는 음주를 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의 음주 실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서 문화체육부 의 조사에서, (1996) 46.6%

의 초등학생이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최초 음주시기가 초등학,

교이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였고이기찬 등 문32.6% ( , 1997),

정순 양수 및 유양숙 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2001) 53.5%

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를 대상으. 11-12

로 조사한 영국의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가 이미 음주98.5%

를 경험했고 처음 알코올을 접한 연령도 남자는 세 여자8.6 ,

는 세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9.2

따라서 이미 아동기에 음주를 경(Black, 1994; HEA, 1997).

험하는 경우 중학교에서의 음주예방교육은 늦다는 생각이 인

정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코올 교육이 소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다(Haydock,

1998).

초등학교 학생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장 발육이 왕성하며, ,

건강 행위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학생들은 좋은 건강 행위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쉬우며 이 시기에 받아들,

인 교육은 거의 일생 동안 지속되므로 습관화 또는 생활화하

기가 용이하고 영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

른 지식과 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전 단계부터

지속적인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입이 필요하다한국(

알코올과학회 학술부 술을 포함한 약물남용을 예방하, 2000).

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 또래 집단의 압력을 거절하,

는 기술 긍정적인 건강에 관련된 태도 및 자아 개념 증진 등,

이 필수적이며 신현정 은 지식의 결여(Fredisdorf, 1989), (1996)

로 인한 물질에 대한 태도가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년 체육 교과서에 약물관련 단원이5, 6

있어 약물의 기능 약물 오남용 중독의 종류와 피해 올바, , ,

른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

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으로 구성된 음주관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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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음주예방교육도 소홀히 하고 있는 실,

정이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서는 우리 현실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음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이나 중독자 집

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내용도 모든 약물 남용 속에 포함

시켜 일부 조사한 것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실태와,

음주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가 일부 되어 있으나

간경애와 김영혜 문정순 등 문정순 등 조( 2000; , 2000; 2001;

성기 등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이나 접근을, 2001),

위해 대상자에 대한 교육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바람직한 음주예방 교육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

한다.

초등학생의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밝힌다.

초등학생의 음주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학년 성별 및 음주 경험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 개교의 학교2000 11 15 12 20 5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허.

락을 받은 초등학교의 학년 대상으로 학급의 담임교사4, 5, 6

나 보건교사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으며 부를 배, 700

포하여 회수한 응답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명의630

자료 를 분석하였다(90.0%) .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연구원들이 문헌을 참고로 질문

지를 개발한 후 내용 타당도를 초등학교 교사 인과 교육학8

교수 예방의학교수 각 인으로부터 검정 받았다 또한 초등, 1 .

학교 학년 학생 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4 10

완한 것으로 학생들의 일반적 및 환경적 특성 문항 음주예12 ,

방교육의 필요도 문항 및 교육방법의 선호도에 관한 문항2 5 ,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재검사법에 의한 도구의19 . -

신뢰도는 이었다r=.83 .

자료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일반적환경SAS Windows

적 특성과 음주 실태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방법,

선호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환경적 특성과,

음주 경험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음주예방교육

방법 선호도는 로 분석하였다Chi-square test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환경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별 분포를 보면 학년이, 4

명 학년이 명이었으며 학년이30.5%(192 ), 5 37.9%(239 ) , 6 31.6%

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명 여학생이(199 ) . 52.9%(332 ),

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로 가장 많았으47.1%(296 ) . 41.1%

며 다음이 무교로 불교가 이었다 교우관계는, 21.7%, 20.2% .

친구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56.5%,

생들이 인 반면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40.3% ,

였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다가 재미없다가3.2% . 63.3%, 36.7%

였다 또한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었다 표. 55.4% < 1>.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으로 거주지역은 아파트가 단68.4%,

독주택지역이 상가 공장 및 기타지역이 였다23.2%, , 8.4% .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아버지는 이었고 어65.5%

머니는 이었으며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음주를 하는 경48.2%

우는 이었다 부모의 학생에 대한 관심정도는 많다가82.0% .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라고 한 학생이74.0% , 18.6%,

적다는 였다 가정 생활은 화목하다가 그저 그렇2.3% . 78.8%,

다가 였다 표19.9% < 1>.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41.2%

였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였다 필요한 이유에, 58.8% .

대하여는 알고 싶어서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76.4% ,

인기의 절주를 위해서가 기타가 이었다 필요하지20.3%, 3.3% .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음주는 나쁜 것이므로 학교에서 교

육할 필요가 없어서가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호기심을68.5% ,

자극하므로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가 기타가17.6%, 9.4%,

였다 표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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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 학생의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 2>
교육의 필요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있다 252 41.2

필요한 이유 알고 싶다 188 76.4

성인시의 절주에 필요함 50 20.3

기타 8 3.3

없다 360 58.8

필요하지 않은 나쁜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241 68.5

이유 호기심 자극 62 17.6

시기적으로 이르다 33 9.4

기타 16 4.5

계 612 100.0

무응답 제외*

대상자의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의견은 학년별로는 학년이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5 43.2% ,

학년으로 학년이 로 학년별 차이는 다소 있었6 42.4%, 4 36.8%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로 여학. 38.9%

생의 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43.3% .

종교에 따라서는 기타가 종교가 없는 경우42.9%, 42.4%,

기독교는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41.3%

표 대상 학생의 일반적 및 환경적 특성< 1> (N=360)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환경적 특성 구 분 실수 명( )

학년 4 192(30.5) 거주지 아파트 지역 425(68.4)

5 239(37.9) 단독주택지역 144(23.2)

6 199(31.6) 상가 공장 및 기타, 52( 8.4)

성별 남 332(52.9)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200(34.5)

여 296(47.1) 대졸이상 379(65.5)

종교 천주교 92(14.8)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99(51.8)

기독교 256(41.1) 대졸이상 278(48.2)

불교 126(20.2) 부모의 관심 많음 458(74.0)

기타 14( 2.2) 보통 115(18.6)

없음 135(21.7) 적음 14( 2.3)

친구 많다 355(56.5) 잘모름 32( 5.2)

보통 253(40.3) 가정생활 화목하다 495(78.8)

거의 없다 20( 3.2) 그저 그렇다 125(19.9)

학교생활 재미있다 397(63.3) 불안하다 8( 1.3)

재미없다 230(36.7) 부모의 음주 예
아니오

511(82.0)

112(18.0)음주경험 유 345(55.4)

무 278(44.6)

무응답 제외*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 3> (N=630)
변 수 구 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계 zχ P

실수(%) 실수(%)

학년 4 68(36.8) 117(63.2) 185(100.0) 1.996 0.369

5 99(43.2) 130(57.8) 229(100.0)

6 83(42.4) 113(57.6) 196(100.0)

성별 남 124(38.9) 195(61.1) 319(100.0) 1.204 0.273

여 125(43.3) 164(56.7) 289(100.0)

종교 천주교 36(40.0) 54(60.0) 90(100.0) 0.206 0.995

기독교 102(41.3) 145(58.7) 247(100.0)

불교 49(40.2) 73(59.8) 122(100.0)

기타 6(42.9) 8(57.1) 14(100.0)

없음 56(42.4) 76(57.6) 132(100.0)

친구 많다 144(41.7) 201(58.3) 345(100.0) 1.085 0.581

보통 99(40.7) 144(59.3) 243(100.0)

거의 없다 6(30.0) 14(70.0) 20(100.0)

학교생활 재미있다 166(43.3) 217(56.7) 383(100.0) 3.563 0.168

재미없다 82(36.6) 142(63.4) 224(100.0)

음주경험 유 140(41.5) 197(58.5) 337(100.0) 0.074 0.786

무 108(40.5) 159(59.5) 267(100.0)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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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구관계에 따라서는 친구가 많은 학생이 보통이. 41.7%,

거의없다가 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40.7%, 30.0%

며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가 필요하다, 43.3%, 36.6%

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의 음주경험에 따.

라서는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의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41.5%

였고 없는 학생은 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0.5% < 3>.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거주지역별로는 아파트지역이 가 필요하다고 하여 단독주43.3%

택이나 상가지역의 보다 다소 낮았으나 유의한 차36.0%, 35.5%

이는 없었다 아버지가 대졸이상인 경우에 음주예방교육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졸 이하는 였으나 유의44.1%, 39.0%

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는 필요하.

다고 한 학생이 고졸이하는 로 유의한 차이를 보47.4%, 37.2%

였다 부모의 관심정도가 많은 경우가 보통인(P=0.014). 43.0%,

경우가 적은 경우가 잘 모르겠다는 경우의32.7%, 35.7%,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정생46.7% ,

활이 화목한 경우가 그저 그런 경우가 불안한41.8%, 35.8%,

경우는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57.1% .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예방교육이 필요,

하다고 한 학생은 비 음주자인 경우 로 유의한42.2%, 35.7%

차이가 없었다 표< 4>.

음주예방교육 방법 선호도
학년별 음주예방교육 선호도•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와 연령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방법

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음주 예방교육

선호도를 학년별로 살펴 보았다 음주예방교육으로 적합한 시.

간은 일반수업시간이 좋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명로37.3%(222 )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특활시간이 명 기타, 32.1%(191 ), 21.2%

명 체육시간이 명의 순이었다(126 ), 9.4%(56 ) .

학년별로는 학년의 가 특활시간을 학년의4 44.0% , 5 6 36.9%,

가 일반수업시간이라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3.6%

(P=0.001).

음주예방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은 실험이 47.2%,

토론식이 강의식이 기타 발표 의27.4%, 14.9%, 6.6%, 3.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에서 실험이 적합하다고. 4

응답한 학생은 토론은 강의는 이었으며52.7%, 20.2%, 19.1%

학년에서는 실험이 토론이 강의가 이었5 49.2%, 26.0%, 12.2%

으며 학년은 실험이 이었으며 토론이 강의가6 39.9% 35.9%,

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험은 낮아지고 토론은 증가하14.1%

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9).

음주예방교육의 담당교사로는 보건교사가 적격자라는 응답

이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부모가 담임교사61.8% , 15.8%,

가 기타 체육교사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12.0%, 8.9%, 1.5% .

년별로는 학년에서 보건교사가 음주예방교육을 하는 것이4

적합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학부모 담임교사49.7%, 19.8%,

이었으며 학년은 보건교사 학부모 담임15.5% , 5 69.0%, 14.9%,

교사 이었으며 학년은 보건교사 학부모7.4% , 6 64.9%, 13.1%,

강의 로 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보건교사의 선호도는14.2% , 4

낮으나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매체는 비디오 가 로 가장/TV 40.3%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책이 컴퓨터 게임이 만, 35.3%, 23.6%,

화 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학년은 책을 컴퓨터0.8% . 4 40.3%,

게임을 로 응답한 반면 학년은 비디오 를30.4% 5 6 /TV 43.9%,

표 대상학생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4> (N=630)
변 수 구 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계 zχ P

실수(%) 실수(%)

거주지 아파트 지역 178(43.3) 233(56.7) 411(100.0) 3.046 0.218

단독주택지역 50(36.0) 89(64.0) 139(100.0)

상가 공장 및 기타, 18(35.3) 33(64.7) 51(100.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76(39.0) 119(61.0) 195(100.0) 1.393 0.238

대졸이상 162(44.1) 205(55.9) 367(100.0)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07(37.2) 181(62.8) 288(100.0) 6.055 0.014

대졸이상 129(47.4) 143(52.6) 275(100.0)

부모의 관심 많음 190(43.0) 252(57.0) 442(100.0) 4.462 0.216

보통 37(32.7) 76(67.3) 113(100.0)

적음 5(35.7) 9(64.3) 14(100.0)

잘모름 14(46.7) 16(53.3) 30(100.0)

가정생활 화목하다 200(41.8) 278(58.2) 478(100.0) 2.276 0.320

그저 그렇다 44(35.8) 79(64.2) 123(100.0)

불안하다 4(57.1) 7(42.9) 7(100.0)

부모의 음주 예 210(42.2) 288(57.8) 498(100.0) 1.575 0.210

아니오 40(35.7) 72(64.3) 112(100.0)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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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책을 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48.0% 37.3%, 28.3%

다(P=0.001).

학생들이 관심있는 것으로는 학교성적이 로 가장 많51.8%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모체중 피부미용가 장수( , ) 14.0%,

질병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것 중독9.8%, 8.8%, 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순위를 살펴본 결과 학7.1% . 4

년은 학교성적 장수 외모의 순이었고 학년은 학교성적 외, , , 5 ,

모 장수 및 질병의 순이었으며 학년은 학교성적 외모 남, , 6 , ,

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의 순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5>.

성별 음주예방교육 방법 선호도•

성에 따라 교육 및 생활 경험의 차이로 학생들의 교육 방

법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음주 예방교

육 선호도를 성별로 살펴 보았다 성별 음주예방교육 방법 선.

호도에는 수업방법 교육매체 및 관심사항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적합한 교육시간과 담당교사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수업방법으로 남학생은 실험 토론 강의51.4%, 26.7%,

발표 이었으며 여학생은 실험 토론14.6%, 1.5% 43.0%, 27.6%,

강의 발표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15.4%, 6.5% (P=0.01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험을 선호하는 반면 발표는 선호하지

표 학년별 음주예방교육 방법 선호도< 5> (N=630)
음주예방교육 구 분

학년4 학년5 학년6
계 zχ P

실수(%) 실수(%) 실수(%)

교육시간 일반수업 57(31.3) 83(36.9) 82(43.6) 222(37.3) 27.979 0.001

특활시간 80(44.0) 69(30.7) 42(22.4) 191(32.1)

체육시간 6( 3.3) 27(12.0) 23(12.2) 56( 9.4)

기타 29(21.4) 46(20.4) 41(21.8) 126(21.2)

수업방법 강의 36(19.1) 29(12.2) 28(14.1) 93(14.9) 20.331 0.009

토론 38(20.2) 62(26.0) 71(35.9) 171(27.4)

발표 3( 1.6) 13( 5.5) 8( 4.0) 24( 3.9)

실험 99(52.7) 117(49.2) 79(39.9) 295(47.2)

기타 12( 6.4) 17( 7.1) 12( 6.1) 41( 6.6)

담당교사 담임 29(15.5) 17( 7.4) 27(14.2) 73(12.0) 27.236 0.001

보건교사 93(49.7) 158(69.0) 124(64.9) 375(61.8)

체육교사 7( 3.8) 1( 0.4) 1( 0.5) 9( 1.5)

학부모 37(19.8) 34(14.9) 25(13.1) 96(15.8)

기타 21(11.2) 19( 8.3) 14( 7.3) 54( 8.9)

선호하는 만화 3( 1.6) 0( 0.0) 2( 1.0) 5( 0.8) 25.060 0.001

교육매체 컴퓨터 게임 58(30.4) 45(18.8) 45(22.7) 148(23.6)

비디오/TV 53(27.7) 105(43.9) 95(48.0) 253(40.3)

책 77(40.3) 89(37.3) 56(28.3) 222(35.3)

관심사항 학교성적 101(54.3) 126(53.2) 95(47.7) 322(51.8) 10.469 0.400

체중피부미용, 19(10.2) 36(15.2) 32(16.1) 87(14.0)

중독 13( 7.0) 13( 5.5) 18( 9.1) 44( 7.1)

질병 13( 7.0) 23( 9.7) 19( 9.6) 55( 8.8)

장수 23(12.4) 23( 9.7) 15( 7.5) 61( 9.8)

남에게 피해 17( 9.1) 16( 6.7) 20(10.0) 53( 8.5)

무응답 제외*

표 성별 음주예방교육 선호도< 6> (N=630)
음주예방교육 구 분

남 여
계 zχ P

실수(%) 실수(%)

교육시간 일반수업 117(37.1) 103(37.1) 220(37.1) 5.880 0.118

특활시간 95(30.2) 96(34.5) 191(32.2)

체육시간 38(12.1) 18( 6.5) 56( 9.4)

기타 65(20.6) 61(21.9) 126(21.3)

수업방법 강의 48(14.6) 45(15.4) 93(14.9) 13.001 0.011

토론 88(26.7) 81(27.6) 169(27.2)

발표 5( 1.5) 19( 6.5) 24( 3.9)

실험 169(51.4) 126(43.0) 295(47.4)

기타 19( 5.8) 22( 7.5) 4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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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교육매체로 남학생은 비디오 컴퓨터/TV 35.6%,

게임 을 여학생은 비디오 책 로 응답35.1% , /TV 45.4%, 42.4%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관심 사항은 남학생의 가 학업성적을 가 장수47.7% , 14.6%

를 가 남에게 피해를 안끼치는 것을 가 중독을, 10.1% , 9.7% ,

가 체중 피부미용 등과 같은 외모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8.5% ,

생은 가 학업성적을 가 체중 피부미용 등과 같은56.7% , 19.6% ,

외모를 가 질병을 가 남에게 피해 안끼치는 것을, 8.2% , 6.9% ,

가 장수를 가 중독을 응답하여 성별간의 차이가 있4.5% , 4.1%

었다 표(P=0.001)< 6>.

표 음주경험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선호도< 7> (N=630)
음주예방교육 구 분

유 무
계 zχ P

실수 (%) 실수 (%)

교육시간 일반수업 135(41.5) 86(32.7) 221(37.6) 11.711 0.008

특활시간 110(33.9) 79(30.0) 189(32.1)

체육시간 27( 8.3) 29(11.0) 56( 9.5)

기타 53(16.3) 69(26.3) 122(20.8)

수업방법 강의 46(13.3) 43(15.8) 89(14.4) 3.290 0.511

토론 99(28.7) 72(26.5) 171(27.7)

발표 10( 2.9) 14( 5.1) 24( 3.9)

실험 168(48.7) 124(45.6) 292(47.3)

기타 22( 6.4) 19( 7.0) 41( 6.7)

담당교사 담임 46(13.8) 27(10.2) 73(12.2) 19.586 0.001

보건교사 194(58.1) 177(66.5) 371(61.8)

체육교사 8( 2.4) 1( 0.4) 9( 1.5)

학부모 66(19.7) 30(11.3) 96(16.0)

기타 20( 6.0) 31(11.6) 51( 8.5)

선호하는 만화 2( 0.6) 2( 0.7) 4( 0.6) 13.571 0.004

교육매체 컴퓨터 게임 97(28.2) 49(17.7) 146(23.5)

비디오/TV 141(41.0) 109(39.4) 250(40.3)

책 104(30.2) 117(42.2) 221(35.6)

관심사항 학교성적 165(48.4) 154(56.2) 319(51.9) 7.348 0.196

체중피부미용, 54(15.8) 32(11.7) 86(13.9)

중독 23( 6.7) 21( 7.7) 44( 7.2)

질병 30( 8.8) 23( 8.4) 53( 8.6)

장수 41(12.0) 20( 7.3) 61( 9.9)

남에게 피해 28( 8.2) 24( 8.7) 52( 8.5)

무응답 제외*

표 성별 음주예방교육 선호도 계속< 6> ( ) (N=630)
음주예방교육 구 분

남 여
계 zχ P

실수(%) 실수(%)

담당교사 담임 43(13.3) 30(10.7) 73(12.1) 3.505 0.477

보건교사 194(59.9) 180(64.1) 374(61.8)

체육교사 7( 2.2) 2( 0.7) 9( 1.5)

학부모 52(16.0) 43(15.3) 95(15.7)

기타 28( 8.6) 26( 9.2) 54( 8.9)

선호하는 만화 1( 0.3) 4( 1.4) 5( 0.8) 52.400 0.001

교육매체 컴퓨터 게임 116(35.1) 32(10.8) 148(23.6)

비디오/TV 118(35.6) 134(45.4) 252(40.3)

책 96(29.0) 125(42.4) 221(35.3)

관심사항 학교성적 157(47.7) 165(56.7) 322(51.9) 41.171 0.001

체중피부미용, 28( 8.5) 57(19.6) 85(13.7)

중독 32( 9.7) 12( 4.1) 44( 7.1)

질병 31( 9.4) 24( 8.2) 55( 8.9)

장수 48(14.6) 13( 4.5) 61( 9.8)

남에게 피해 33(10.1) 20( 6.9) 53( 8.6)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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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험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방법 선호도•

음주경험은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에 따른 음주 예방교육 선호도를 살펴 보았다 음주경험에 따.

른 음주예방교육 방법 선호도에서 적합한 교육시간 담당교사, ,

교육매체 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수업방법과 관심,

사항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예방교육에 적합한 교육시간으로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

은 일반수업시간 특활시간 체육시간 로41.5%, 33.9%, 8.3%

응답하였으며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은 일반수업시간 32.7%,

특활시간 체육시간 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30.0%, 11.0%

보였다(P=0.008).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음주예방교육에 적합한 담당교사로

보건교사 학부모 담임 로 응답하였으며58.1%, 19.7%, 13.8%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은 보건교사 학부모 담임66.5%, 11.3%,

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0.2% (P=0.001).

선호하는 교육매체로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비디오 를/TV

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책 컴퓨터 게41.0% 30.2%,

임 순으로 응답한 반면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은 책을28.2%

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비디오 컴42.2% /TV 39.4%,

퓨터 게임 순으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7.7%

표(P=0.004)< 7>.

논 의

알코올은 약물남용 물질로서 전 세계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

을 제외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의 모든 사회가

음주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

니며 유교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음복문화의 영향으로, ‘ ’

부모를 포함하여 성인들은 미성년자들의 음주에 대해 민감하

지 못하다 이는 초등학생의 음주가 제사나 명절 생일 때 어. ,

른들의 권유로 마신 경우가 호기심과 더불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김용석 사회의 음주( , 2002).

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년자들에게 흡연이나

다른 약물보다는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거부감이

없어 더 쉽게 음주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게는 성,

인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심,

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약물의 이용 통로가 되고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성인기에 가서는 알코

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기도 한다고복자 김소야자( , 1991; ,

와 은 음주 시작 연령이 성인기의1997). Grant Dawson(1997)

알코올 의존을 예측하는 변수로 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는14

가 성인기에 알코올 의존을 보인 반면 세 이후에 음주40% , 20

를 시작한 경우에는 였음을 보고하였다 미국에서는 청소10% .

년 음주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여 청소

년의 음주율을 년 에서 년 로 저하시켰1975 68.2% 1997 52.5%

다 이에 비해 아시아권인 일본과 우리(Johnstone et al., 1998).

나라의 경우는 청소년 특히 여학생의 음주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오동, (

열 따라서 청소년기보다 아동기인, 1998; Suzuki et al., 2000).

초등학교시기의 음주예방교육이 더 효과적이며(Haydock,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가 초등학교에서 음1998), 84.6%

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문정순 등( , 2000).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도는 초등학생의 가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초41.2%

등학교 교사들의 가 초등학생의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84.6%

다고 한 결과보다 매우 낮았다문정순 등 이 결과는( , 2000).

교사들과 달리 학생들은 음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음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문제성 음주의

피해나 해악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로는 알고 싶어서가

로서 음주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지76.4% ,

식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로.

는 가 나쁜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음주가68.5%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식 제

공보다는 금주를 위한 태도나 행위를 실천하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예방교육에 대

한 필요성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력을 제외한

학년 성별 부모의 음주 등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에는 통계, ,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학년에 따라서 학년. 4

보다 학년의 고학년이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필5 6 ,

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부모의 학력에.

서 학생의 어머니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고졸이

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음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어머니,

의 학력이 음주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음주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

를 살펴본 결과 교육 시간은 가 일반수업시간이 가장, 37.3%

좋다고 하였으며 체육시간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음주예방교육 시간으로 체육시9.4% .

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던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과

상치되고 있었으며문정순 등 실제로 대부분의 보건교( , 2000),

육을 체육시간에 하고 있는 현실과도 상치되는 의견으로 앞

으로 좀더 연구해 봐야 될 과제로 사료된다 교육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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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는 학년별 음주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학년별로 학년은 특활시간을 가장 적합하다고 한 반면. 4

학년은 일반수업시간이라고 응답하였고 음주경험이 있는5 6 ,

학생은 일반수업시간과 특활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다소 높은 반면 체육시간은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낮았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함으로서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어떤 개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논리성을 경험함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배우게 되는 토론이나

실험을 통한 수업방식은 그 효과성이 이미 알려져 있다(Smith

본 연구 대상 학생들도 음주예방교육을 위& Cowie, 1992).

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학생들의 가 실험이 가장 좋47.2%

다고 하였으며 토론식 강의식 기타 발표의 순으로 나타났, , , ,

다 이 결과는 음주예방교육 방식으로 토론식이 가장 효과적.

이며 다음이 실험이라고 응답하였던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

과 차이가 있었으나문정순 등 위 순위만 바뀌었( , 2000), 1, 2

지 학생과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험과

토론식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수업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학년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실험이, .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에서 학년이4 52.7%, 5

학년이 인 반면 토론은 학년이 학년49.2%, 6 39.9% 4 20.2%, 5

이 학년이 로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험은 낮26.0%, 6 35.9%

아지고 토론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타인과 의견 교환이나 타인의 견해를 배우기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실험. 51.4%,

토론 강의 발표 인 반면 여학생은 실험26.7%, 14.6%, 1.5%

토론 강의 발표 로 유의한 차이를43.0%, 27.6%, 15.4%, 6.5%

보였는데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험이나 토론을 선호하는,

반면 발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예방교육의 담당교사로는 보건교사가 적격자라는 응답

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교사들의 의견과도 일치하61.8% ,

였다문정순 등 담당교사에 대한 의견은 학년에 따라( , 2000).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담당교사로 보건교사가 음주예방교육.

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년은 학4 49.7%, 5

년이 학년이 로서 학년이 보건교사에 대한 선69.0%, 6 64.9% 4

호도는 낮았다 반면에 학부모가 적격자라고 응답한 학생이. 4

학년은 학년이 학년이 로서 고학년일19.8%, 5 14.9%, 6 13.1%

수록 보건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고학년일.

수록 음주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예

방교육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상응하는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교육매체로는 비디오 가 로 가장 많았으/TV 40.3%

며 이는 교사들의 의견과도 일치하였다문정순 등 선, ( , 2000).

호하는 교육매체는 학년 및 성별 음주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어서 학년은 책을 컴퓨터 게임을4 40.3%, 30.4%

로 응답한 반면 학년은 비디오 를 와 책5 6 /TV 43.9% 48.0%,

을 와 로 각각 응답하였고 성별로 남학생은 비디37.3% 28.3% ,

오 컴퓨터 게임 여학생은 비디오/TV 35.6%, 35.1%, /TV

책 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경험45.4%, 42.4% .

이 있는 학생은 비디오 를 가장 선호한 반면 경험이 없는/TV

학생은 책을 가장 선호하였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매체로.

비디오 를 응답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비디오 가 가장 자/TV /TV

주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라 생각되며 학생

들이 매일 접하는 컴퓨터에 대한 응답이 다른 매체보다 낮은

것은 보건교육매체로서 자주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로 교육내용을 담은 비디오 개발에 노력. /TV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맞는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매체 개발에도 관

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학생들이 관심있는 교육내용은 학교성적이 가장 많았으며,

이 결과는 성장발달이나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성적에,

는 관심이 적다고 응답하였던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과 일

치되지 않았다문정순 등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는 성( , 2000).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은 학업성적 장수, ,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 중독 체중 피부미용 등과 같은, , ,

외모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학업성적 체중 피부미용 등, ,

과 같은 외모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것 장수 중독의 순으, , ,

로 응답하여 여학생의 경우 외모에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학생들의 음주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 않았으나 음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교사들의 인식도를 고려해 볼 때 음주예

방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육방법 및 내용에 대,

한 선호도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교,

사들의 의견과도 차이가 있었으므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교

육자 위주가 아니라 학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년

이나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개 초등학교의 학년5 4, 5, 6

학생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음주예방교육 요구에 관630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초등학생의 가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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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필요한 이유는 알고 싶어서가 로 가장 많았‘ ’ 76.4%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도는 학생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에서 교육시간은 초등학∙

생의 가 일반수업시간을 수업방식은 가 실험37.3% , 47.3%

은 담당교사는 가 보건교사가 적격자라고 응답하였, 61.8%

으며 선호하는 교육매체로는 비디오 가 로 가장, /TV 40.3%

많았으며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학교성적이라,

고 가 응답하였다 음주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51.9% .

도는 학년에 따라 교육시간 수업방법 및 교육매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로는 수업방법 교육매체 및, ,

관심사항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의 음주예방교육은 학생들의,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고려하여 특성에 따라 차별

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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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Needs of Drinking Preven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Moon, Jung-SoonSohng, Kyeong-YaePark, S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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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an-Sook

2)

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Nursing, 2) Seong Dong Mec.-Tec.High School

Purpose: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blematic drinking prevention problem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educational needs on drinking of primary students. Method: Subjects were 630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in 5 primary school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0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 1) Among the students under inquiry, 41.2% answered the had educational need about

drinking. Educational need about drinkin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udents with higher mothers educational

level than those of with lower ones. 2)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 class in providing education, 37.3% selected

normal class education. 47.3% of the respondents said experiments would be the most effective education method.

61.8% of the students picked school nurses as the most appropriate person in carrying out the education. As for

the most effective media for education, 40.3% chose video/television. The most concerning topic was academic

achievement with 51.9% of the surveyed. As for the rate of preference in methods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the class, teaching method, instructor, media, memory of education

and concerning topic according to the gender.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finding suggest that the various

programs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primary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with consider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by the grade and the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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