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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약물문제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청.

소년의 약물문제는 사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시,

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여학생의 비율이 현격하게 증가하

는 추세이다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한 전국적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년생의 흡연 경험자가 음주가 본드6 9.6%, 46.6%,

및 가스가 로서 마약을 제외한 모든 약물에서 청소년이1.5%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문화체육부 또한 청소년( , 1997).

이 약물남용을 함으로서 약 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8500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약물 남용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약물의 비

의학적 사용을 말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알코올.

이나 본드 가스 같은 흡입제 등의 중추신경 억제제 담배 같, ,

은 흥분제 및 억제와 흥분 이 두 가지 작용이 한꺼번에 일어

나는 대마초 같은 환각제 등으로 구분되며 중독성이 강한 습,

관성약물이다 약물남용은 성인에게도 해롭지만 특히 청소년.

에게는 중독속도가 성인 남성의 년이 소요되는 반면 세8-10 15

의 청소년은 개월에 불과하고 감정조절 장애가 더 빨리 진15

행되며 대인관계 악화의 속도도 급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다 청소년에게 문제되는 약물로는 알코올. ,

담배 접착제와 휘발성 용매의 흡입 체중감량을 위한 약물, , ,

수면을 줄이기 위한 각성제 등이 있으며 이중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 남용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알코올 담배 및 본드,

나 부탄가스 같은 흡입제 등이다옥우연( , 1998).

향정신성 약물은 중독성 때문에 일단 습관화되면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예방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

라에서도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문화체육부가 년에 전국 규모의 청소년의 약물사1966

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예방책도 제시한 바

있으며 차 교육과정에 초등학교의 약물관련 교육으로 학년, 7 3

에 약물의 오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학년에서는 약물, 4

오남용 및 예방법 흡연의 피해 학년에서는 음주의 피해, , 5 ,

학년에서는 약물의 사용과 건강 등의 내용이 체육교과목에6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약물 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 ,

해서는 남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김정순( ,

그릇된 지식과 태도는 남용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1995),

증가하기 때문에 남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한 지

식과 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정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태도도 긍정적이며옥우연 일반적인 특성에서 남학생( , 1998),

이 여학생보다 약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이고 지식이 더 높

다고 하였다김정순 문화체육부( , 1995; , 1997).

지금까지 국내에서 초등학생의 약물 남용에 대한 연구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약물 남용실태문화체육부 와 강원( , 1997)

도 지역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대한 실태주왕기 등을( , 1998)

통하여 남용실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약물의 한가지인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실

시되어 있다간경애와 김영혜 강윤주와 서성제( , 2000; , 1995;

김상영 문정순 등 서교순 신영숙, 1994; , 2000, 2001;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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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과 문희자 그러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2000; , 2002). ,

와 지식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김정순 김효숙 옥우연 천경애( , 1996; , 1993; , 1998; ,

전국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므로 일부 지역에 대한1994),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초등학생의 약물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하나인 약물문

제로서 초등학생의 약물 남용에 대한 실태와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약물남용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약물관련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및 약물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약물관련 지식과 태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초등

학교 개교의 학년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년 월2 6 565 . 2001 6

일부터 월 일까지 학교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15 7 15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보건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 회,

수하였다 총 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600

한 응답지를 제외한 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565 (94.2%)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을 참고로 질문

지를 개발한 후 초등학교 교사 인과 교육학 교수 예방의학2 ,

교수 각 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다음 초등학교 학년생1 6

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 구10 .

성은 일반적 특성 문항 및 약물남용 실태 문항 약물관련7 8 ,

지식은 흡연 음주 및 흡입제에 대한 내용이 각각 문항으로, 10

총 문항 태도는 흡연 및 음주가 각각 문항 및 흡입제가30 , 10

문항으로 총 문항이었다7 27 .

지식 문항은 맞으면 점 틀리면 점으로 최저 점에서 최1 , 0 0

고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30

며 태도 문항은 아주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 1 4

으로 최저 점에서 최고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약27 108

물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지식 및 태도가 각각 는Cronbach's 0.83α

과 이었다0.80 .

자료분석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학생들의 일반적 특SAS Window

성 및 약물남용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으며 약물관,

련 지식과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및 약물관련 특,

성에 따른 약물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와t-test

로 분석하였다 약물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관계는ANOVA .

으로 분석하였다Pearson's correlation .

연구 결과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학생 중 남학생은 여학생은 이었다 학생51.2%, 48.8% .

의 종교는 기독교가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34.7%

기타 불교 천주교 순이었다 거주지는33.8%, 15.8%, 13.9% .

아파트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상가공73.0% 18.1%, /

장기타는 였다 표/ 8.9% < 1>.

표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 1> (N=565)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성별 남 289( 51.2)

여 276( 48.8)

종교 천주교 78( 13.9)

기독교 197( 34.7)

불교 89( 15.8)

기타 191( 33.8)

없음 10( 1.8)

거주지 아파트 412( 73.0)

단독주택 102( 18.1)

상가공장기타/ / 51( 8.9)

학교생활 재미있다 326( 57.8)

보통이다 226( 40.1)

힘들고 싫다 13( 2.1)

가정생활 화목하다 433( 76.9)

보통이다 125( 22.0)

불안하다 7( 1.1)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1( 5.5)

고졸 149( 26.4)

대졸이상 326( 57.7)

모름 59( 10.4)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4( 7.8)

고졸 205( 36.3)

대졸이상 251( 44.4)

모름 6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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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한 학생은 이었으57.8%

며 보통이다는 힘들고 싫다는 이었다 가정생활에40.1%, 2.1% .

관해서는 화목하다 보통이다 불안하고 괴롭다76.9%, 22.0%,

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은1.1% .

학생은 였으며 어머니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은 학생57.7%

은 이었다 표44.4% < 1>.

대상학생의 약물 남용 실태
흡연•

응답자 중 흡연을 경험한 학생은 명이었으며 이10.4%(29 ) ,

중 현재 흡연자는 명 과거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1.0%(3 ),

명이었다 흡연을 처음 한 시기는 평균 세9.4%(26 ) . 10.1 (6 13～

세로 가 학년 사이에 처음으로 담배를 사용한 것) 58.6% 4 6～

으로 나타났으며 세 미만이 학년이 였다, 8 24.2%, 1 3 17.2% .～

흡연시 기분은 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응답하였고44.0%

는 불안하다 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는 좋24.0% , 20.0% , 4.0%

다고 응답하였다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였다 사용한. 81.0% .

장소는 집이 뒷산 공터 놀이터는 기타가85.0%, , , 10.0%,

였다 표5.0% < 2>.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이었으며 친구 중 흡55.3% ,

연자가 있는 경우는 이었다 장래 흡연의사가 있는 경우9.0% .

는 였다 표1.4% < 2>.

음주•

응답자 중 음주를 경험한 학생은 명이었으며 이26.7%(83 )

표 약물남용 실태< 2>
흡연

실수(%)

음주

실수(%)

흡입제

실수(%)

사용경험 무 249( 89.6) 228( 73.3) 258( 99.2)

현재 사용 3( 1.0) 8( 2.6) 1( 0.4)

과거 사용 26( 9.4) 75( 24.1) 1( 0.4)

계 278(100.0) 311(100.0) 260(100.0)

첫 사용나이 학령전기 7( 24.2) 23( 27.7)

저학년 5( 17.2) 17( 20.5)

고학년 17( 58.6) 43( 51.8)

계 29(100.0) 83(100.0)

사용시 기분 좋다 1( 4.0) 8( 12.1) 0( 0.0)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웠다 11( 44.0) 21( 31.8) 1(100.0)

불안하다 6( 24.0) 4( 6.1) 0( 0.0)

아무런 느낌없다 5( 20.0) 25( 37.9) 0( 0.0)

기타 2( 8.0) 8( 12.1) 0( 0.0)

계 25(100.0) 66(100.0) 0( 0.0)

사용 동기 친구나 선배의 권유 2( 9.5) 2( 3.3)

부모 어른들의 권유, 1( 4.8) 11( 18.0)

멋있어 보여서 0( 0.0) 1( 1.6)

호기심으로 17( 81.0) 28( 45.9)

어른스러워 보여서 1( 4.8) 0( 0.0)

기타 0( 0.0) 19( 31.1)

계 21(100.0) 61(100.0)

사용 장소 우리집 친구집/ 17( 85.0) 44( 74.6)

한적한 곳뒷산 공터 놀이터, , , 2( 10.0) 4( 6.8)

오락실 만화방 방, , PC 0( 0.0) 0( 0.0)

기타 1( 5.0) 11( 18.6)

계 20(100.0) 59(100.0)

사용 가족 유 312( 55.3) 383( 68.1) 2( 0.4)

무 252( 44.7) 179( 31.9) 562( 99.6)

계 564(100.0) 562(100.0) 564(100.0)

사용 친구 유 51( 9.0) 33( 5.9) 3( 0.5)

무 513( 91.0) 531( 94.1) 561( 99.5)

계 564(100.0) 564(100.0) 564(100.0)

사용 의사 유 8( 1.4) 50( 8.9) 1( 0.2)

무 555( 98.6) 513( 91.1) 562( 99.8)

계 563(100.0) 563(100.0) 563(100.0)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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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현재 음주학생은 명 과거에 경험이 있는 학생이2.6%(8 ),

명이었다 음주를 처음 한 시기는 평균 세24.1%(75 ) . 9.7 (2 13～

세로 가 학년 사이에 처음으로 술을 사용한 것으) 51.8% 4 6～

로 나타났으며 세미만이 학년이 였으며8 27.7%, 1 3 20.5% ,～

음주시 기분은 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하였고37.9%

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는 좋다 는 불안하다31.8% , 12.1% , 6.1%

고 응답하였다 음주 동기는 호기심이 기타 어. 45.9%, 31.1%,

른들의 권유가 친구나 선배의 권유는 였다 사용18.0%, 3.3% .

한 장소는 집이 기타 뒷산 공터 놀이터는74.6%, 18.6%, , ,

화장실이나 한적한 곳이 로 나타났다 표5.1%, 1.7% < 2>.

가족 중 음주자가 있는 경우는 이었으며친구 중 음주68.1% ,

를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이었다 장래 음주의사가 있5.9% .

는 경우는 였다 표8.9% < 2>.

흡입제•

응답자 중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명0.8%(2 )

이었으며 이 중 현재 사용자는 명 과거 경험자가, 0.4%(1 ),

명이었다 흡입제 사용시 기분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0.4%(1 ) .

응답하였다 표< 2>.

가족 중 흡입제를 사용자가 있는 경우는 이었으며 흡0.4%

입제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이었다 장래 흡입0.5% .

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였다 표0.2% < 2>.

약물관련 지식과 태도
지식•

약물관련 지식은 점 만점에 평균 점 점이었30 20.90 (SD 5.84 )

으며 약물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흡연관련 지식이 평균, 7.29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음주관련 지식으로 점 흡입, 7.21 ,

제 관련 지식이 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6.27 < 3>.

약물 종류별 지식 문항의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흡연에서

가장 정답율이 높은 문항은 흡연의 태아건강 위해성으로‘ ’

가 알고 있었으며 정답률이 미만으로 낮은 문항은93.7% , 60%

흡연의 운동능력 저하가 버스 내 흡연의 위법성이‘ ’ 33.1%, ‘ ’

흡연의 기억력저하가 였다47.7%, ‘ ’ 56.2% .

음주에서 가장 정답율이 높은 문항은 음주운전의 위법성으‘ ’

로 가 알고 있었으며 정답률이 미만으로 낮은 문94.8% , 60%

항은 음주의 운동능력 저하가 음주의 기억력저하가‘ ’ 42.2%, ‘ ’

였다53.3% .

흡입제에서 가장 정답율이 높은 문항은 흡입제의 태아건강‘

위해성으로 가 알고 있었으며 정답률이 미만으로’ 88.0% , 60%

낮은 문항은 흡입제의 환각성이 흡입제의 운동능력‘ ’ 33.0%, ‘

저하가 흡입제의 중독성이 흡입제의 간독성’ 52.1%, ‘ ’ 56.5%, ‘ ’

이 흡입제의 판단력 저하가 였다57.3%, ‘ ’ 58.4% .

표 약물에 대한 지식< 3>
영역 문항

정답
Mean±SD

N(%)

흡연 뻐끔담배의 유해성 356(64.5) 7.29±1.90

성인흡연의 유해성 472(85.7)

흡연의 수명단축 488(87.0)

흡연의 중독성 489(87.2)

흡연의 기억력장애 314(56.2)

흡연의 발암성 487(87.4)

흡연의 간 유독성 447(80.4)

공공장소흡연의 위법 266(47.7)

임신부흡연의 태아에 유해성 518(93.7)

흡연의 운동능력저하 184(33.1)

음주 음주의 수명단축 339(60.8) 7.21±2.25

음주의 기억력장애 297(53.3)

음주의 발암성 383(68.6)

음주의 간 유독성 390(69.8)

임신부 음주의 태아에 유해성 509(91.7)

조기 음주의 유해성 453(81.6)

음주 운전의 위법성 530(94.8)

음주의 중독성 446(80.2)

음주의 운동능력저하 236(42.2)

성인 음주의 유해성 423(76.1)

흡입제 흡입제의 중독성. 313(56.5) 6.27±2.94

흡입제의 치명성 445(79.5)

흡입제의 운동능력저하 290(52.1)

흡입제의 환각성 184(33.0)

흡입제의 간 유독성 318(57.3)

임신부 흡입제의 태아에 유해성 490(88.0)

흡입제 사용의 위법성 341(60.9)

흡입제의 판단력장애 326(58.4)

흡입제의 행동 조정력장애 339(61.0)

흡입제의 호흡기 유해성 430(76.6)

합계 20.90±5.84

태도•

약물관련 태도는 점 만점에 평균 점 점이108 36.82 (SD 8.36 )

었으며 약물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음주에 대한 태도가, 1.47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흡연에 대한 태도로 점 흡, 1.33 ,

입제에 대한 태도가 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1.31 < 4>.

약물 종류별 태도를 살펴본 결과 흡연에서 담배는 기호식‘

품이다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점수가 점 미만인’ 1.72 , 1.20

항목은 흡연의 권유가 점 학생의 흡연이 점 흡연‘ ’ 1.09 , ‘ ’ 1.10 , ‘

의 타인 피해가 점이었다’ 1.14 .

음주에서 음주의 스트레스 해소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 ’ 1.68

며 점수가 점 미만인 항목은 친구와 친해지기 위한 음, 1.20 ‘

주가 점이었다’ 1.19 .

흡입제에서 흡입제 사용에 대한 타인의 피해가 점으로‘ ’ 1.63

가장 높았으며 점수가 점미만인 항목은 친구와 친해지기, 1.20 ‘

위한 흡입제 사용이 점 흡입제의 유익성이 점 흡’ 1.08 , ‘ ’ 1.13 , ‘

입제의 기호식품이 점이었다’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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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약물에 대한 태도 점수< 4>
영역 문항 Mean±SD

Total

Mean±SD

흡연 가족의 흡연
학생의 흡연
흡연의 타인 피해
담배 심부름
흡연 권유
담배는 기호식품
흡연의 유익성
의 흡연 장면TV

흡연의 스트레스 해소
친교룰 위한 흡연

1.25±0.56

1.10±0.40

1.14±0.40

1.28±0.58

1.09±0.40

1.72±1.04

1.39±0.82

1.65±0.96

1.60±0.94

1.20±0.61

1.33±0.34

음주 가족의 음주
학생의 음주
음주의 타인 피해
술 심부름
권주
술은 기호식품
음주의 유익성
의 음주 장면TV

음주의 스트레스 해소
친교를 위한 음주

1.66±0.90

1.27±0.73

1.64±0.87

1.37±0.74

1.30±0.72

1.67±0.96

1.56±0.91

1.42±0.83

1.68±0.97

1.19±0.52

1.47±0.44

흡입제 흡입제의 유익성
학생들의 흡입제 사용
흡입제 사용의 타인 피해
흡입제는 기호식품
흡입제의 권유
흡입제의 스트레스 해소
친교를 위한 흡입제 사용

1.13±0.56

1.44±1.04

1.63±1.05

1.19±0.65

1.42±1.02

1.29±0.75

1.08±0.43

1.31±0.29

합계 36.82±8.36 1.36±0.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에 관한 지식과 태도
약물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태도는 남학생이 점으로 여학생의 점보다 유38.0 35.7

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교생활이 힘들고 싫다(t=2.9, P=0.0039).

고 한 군이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42.3 ,

점 재미있다가 점으로 가장 낮았다37.8 , 36.0 (F=4.5, P=0.0111)

표< 5>.

약물관련 실태에 따른 약물에 관한 지식과 태도
담배나 술이나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4%

였으며 이들의 태도는 점으로 비경험자의 점보다 유39.4 35.2

의하게 높았으나 지식은 차이가 없었다 표(t=3.4, P=0.0010), <

6>.

가족 중 담배나 술이나 흡입제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

는 담배나 술이나 흡입제를 사용한 친구가 있는 학생78.6%,

은 였으며 가족이나 친구의 약물사용여부에 따라 약물12.4%

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는 차이가 없었다 표< 6>.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관계
전체적으로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으로서 유의r=-0.13

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약물종류에 따라 구(P=0.0103).

표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에 관한 지식과 태도< 5>
일반적 특성 구분

지식 태도

M±SD t or F(p) M±SD t or F(p)

성별 남
여

21.2± 5.7

20.5± 5.9

1.3

(0.2525)

38.0± 9.0

35.7± 7.6

2.9

(0.0039)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없음

22.5± 5.6

20.5± 5.6

20.2± 6.4

21.0± 5.9

22.1± 7.1

1.8

(0.1248)

37.8± 8.6

35.5± 6.3

37.8±10.8

37.0± 8.4

37.2± 5.7

1.5

(0.2090)

거주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공장기타/ /

21.0± 6.2

20.1± 4.7

21.5± 5.0

1.2

(0.3154)

37.2± 8.6

35.4± 8.1

36.5± 7.2

1.7

(0.16838)

학교생활 재미있다
보통이다
힘들고 싫다

21.0± 6.0

20.7± 5.6

20.5± 6.1

0.2

(0.9065)

36.0± 7.9

37.8± 8.8

42.3± 9.8

4.5

(0.0111)

가정생활 화목하다
보통이다
불안하고 괴롭다

20.7± 5.9

21.6± 5.9

20.2± 5.1

0.9

(0.4031)

36.5± 8.0

37.9± 8.8

41.5±22.8

1.8

(0.1657)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9.3± 5.5

21.3± 5.0

21.3± 6.0

1.5

(0.2248)

36.1± 7.9

36.8± 8.2

37.1± 8.6

0.2

(0.8440)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1.0± 5.7

21.3± 5.2

21.1± 6.2

0.1

(0.9466)

37.4± 7.9

36.7± 8.3

36.8± 8.5

0.1

(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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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으r=-0.06

로서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흡입제는 로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r=-0.16(P=0.0001), r=-0.18

있었다 표(P=0.0001)< 7>.

표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 7>
지식과 태도 r P

흡연 -0.06 0.1712

음주 -0.16 0.0006

흡입제 -0.18 0.0001

합계 -0.13 0.0103

논 의

청소년의 물질남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통하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

남용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알코올 담배 및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흡입제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약물 남용 행위에 대한 응답률은 흡연이

로 신뢰성이 의문시되지만 응답자 중 흡연을 경험한 학49.2% ,

생은 이었으며 이 중 현재 흡연자는 였다 이는 전10.4% 1.1% .

국 대상의 흡연경험률 문화체육부 서울시내 초등9.6%( , 1997),

학생 대상의 흡연경험률 문정순 등 와 거의 유사10.2%( , 2000)

하지만 보다 다소 증가되고 있는 경향으로 이들의 흡연경험

이 상습적인 흡연이 아닌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한 흡연시도

로 해석될 수 있으나 흡연시도에 대한 경험이 장래 흡연으로

가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초(Murphy & Price, 1988),

등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금연교육도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흡연을 처음 한 시기는 평균 세 세로 과반수 이10.1 (6 13 )～

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년에 첫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4 6 )～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초 흡연 시기가 서울지역의 학년. 4

문정순 등 부산지역의 학년간경애와 김영혜( , 2000), 5, 6 ( ,

에서 최초 흡연이 가장 많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2000)

여 흡연 예방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작되어야함을 시

사한다고 하겠다.

흡연시 기분은 신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정서적,

으로 불안하였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부정적인 느

낌이었으나 무감각하고 기분이 좋았다는 응답자도 일부(20%)

있었다.

흡연 동기는 대부분 이 호기심으로서 선행 연구들과(81.0%)

일치하였으며간경애와 김영혜 김상영 문정순( , 2000; , 1994;

등 이 결과는 초등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2000),

해소시킬 수 있는 올바른 흡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 장소는 대부분이 우리 집이나 친구 집에서 흡연한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여간경애와 김영혜( ,

김상영 문정순 등 학교에서의 교육도 필2000; , 1994; , 2000),

요하지만 가정에서 어른들의 주의 깊은 보살핌이 흡연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과반수의 학생의 가족에서 흡연자가 있었으며 친구 중 흡

연자가 있는 경우는 로서 서울지역의 흡연가족 문9.0% 65.6%(

정순 등 보다는 낮아져서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에, 2000) ,

서 자란 아동들이 피우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성장

하면서 흡연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의 주Altrocchi(1980)

장에 의하면 가족 중 흡연자가 감소된 것은 학생들이 흡연자

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장래 흡연의사가.

있는 경우는 로서 매우 낮았지만 이 생각을 유지할 수1.4%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흡연에 대한 지식은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음주나10 7.29

흡입제에 대한 지식수준보다 높았다 문항별 정답률은 흡연. ‘

의 태아건강 위해성으로 가 알고 있었으며 정답률이’ 93.7% ,

낮은 문항은 흡연의 운동능력 저하 버스 내 흡연의 위법성‘ ’, ‘ ’,

흡연의 기억력장애 등이었다 이 중 운동능력 저하나 기억력‘ ’ .

장애 같은 것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므로 이러

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도 흡연의 예방효과를 높일

표 약물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에 관한 지식과 태도< 6>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지식 태도

M±SD t (p) M±SD t (p)

약물사용여부
대상학생 경험자 96( 30.4) 21.3± 5.4 0.8 39.4± 9.9 3.4

비경험자 220( 69.6) 20.8± 5.6 (0.4525) 35.2± 6.3 (0.0010)

계 249(100.0)

가족 유 442( 78.6) 20.9± 5.8 0.3 36.8± 8.1 0.3

무 120( 21.4) 20.8± 6.1 (0.7777) 37.1± 9.5 (0.7070)

계 562(100.0)

친구 유 70( 12.4) 21.6± 6.0 0.9 37.4± 9.4 0.5

무 494( 87.6) 20.8± 5.8 (0.9466) 36.8± 8.2 (0.6706)

계 564(100.0)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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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흡연에 대한 태도는 점으로 전반적으로 비 허용적이었1.33

으며 음주보다는 비허용적인 반면 흡입제 보다는 허용적인,

편이었다 문항별로는 담배는 기호식품이다가 가장 높은 점. ‘ ’

수를 보였으며 흡연의 권유 학생의 흡연 흡연의 타인 피‘ ’, ‘ ’, ‘

해에 대한 점수가 낮아서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보는 관점이’

높은 반면에 흡연을 남에게 권하거나 학생들의 흡연은 좋지,

않게 보고 있어서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고무적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문정순과 양수 천경( , 2000;

애, 1994).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매우 약한 역상관관계로서 의

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약물 남용 행위에 대한 응답률은 음주가

로 신뢰성이 의문시되지만 응답자 중 음주를 경험한 학55.0% ,

생은 명이었으며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은 였26.7%(83 ) 2.6%

다 이는 전국 초등학생 학년의 음주 경험률 문화체육. 6 46.6%(

부 서울시내 초등학생의 음주경험률 문정순 등, 1997), 55.4%( ,

보다 훨씬 낮았으나 강원도 지역의 주왕기2001) 14.1%( , 1997)

보다는 높았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음주 경험의 범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지역,

적인 차이나 시간적인 차이에 인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깊

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음주를 처음 한 시기는 평균 세 세로 과반수의 초9.7 (2 13 )～

등학생이 고학년에서 처음으로 음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초 음주 시기가 남학생 세 여학생 세였던 영8.6 , 9.2

국의 보고 와 서울지역의 학년문정순 등(HEA, 1997) 4 ( , 2000),

부산지역의 학년간경애와 김영혜 에서 최초 음주가5 ( , 2000)

가장 많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음주 예방교육이 초

등학교 저학년에서 시작되어야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음주시 기분은 좋았다는 반응보다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반응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서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힘들었다는 반응과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문정순 등 그러나 좋았다는 반응도 였던( , 2001). 12.1%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 동기는 호기심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사용동기와 일치하였다문정순(

등 음주는 어른들의 권유에 의해 시작한 경우도, 2001).

되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여 주며 올바18.0%

르고 교육적인 지도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 장소는 대부분이 집으로서 서울시내 초등학생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문정순 등( , 2001).

가족 중 음주자가 있는 경우는 친구 중 음주를 하68.1%,

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로서 서울지역의 음주가족5.9%

문정순 등 보다는 낮아져서 근래에 발족한 알코82.0%( , 2000)

올 학회나 절주협회의 활동 등으로 성인 음주인구가 감소되

어 가정에서의 음주 환경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장래.

음주의사가 있는 경우는 로서 높지 않았다8.9% .

음주에 대한 지식은 점 만점에 점으로 흡연에 대한10 7.21

지식보다는 낮고 흡입제에 대한 지식보다는 높았다 문항별, .

로는 음주의 태아건강 위해성에 대해 가 알고 있었으‘ ’ 91.7%

며 음주의 운동능력 저하와 음주의 기억력장애에 대해서는, ‘ ’ ‘ ’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운동능력 저하나 기억력장애 같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도 음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음주에 대한 태도는 점으로 음주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1.47

은 편이었으나 흡연이나 흡입제 보다는 허용적인 편이었다, .

문항별로는 음주의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높았으며 친구와‘ ’ , ‘

친해지기 위한 음주가 가장 낮아서 학생들은 음주를 스트레’

스 해소방법 중 하나로 여기는 반면에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음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관계의 강도는 매우 약하여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약물 남용 행위에 대한 응답률은 흡입제가 로서 가46.1% 3

지 약물 중 가장 낮아서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응답자 중 흡,

입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명이었으며 현재0.8%(2 )

사용자가 명였다 이는 전국 초등학생의 흡입제 사용0.4%(1 ) .

경험률에서 본드 가스 부산지역의 본드 가스 흡1.5%, 1.5 %,

입률 김정순 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강원도 지역의1.8%( , 1995) ,

본드 가스 보다 높아서 이 결과가 지역적인 차이0.3%, 0.2% ,

인지 시간적인 차이에 인한 것인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흡입제 관련 실태는 사용자가 명이어서 별의미1 2～

가 없다고 사료된다.

흡입제에 대한 지식은 점 만점에 점으로 흡연이나 음10 6.27

주에 대한 지식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흡연이나 음주에 비교.

하여 흡입제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교육적으, ,

로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

다 문항별로는 흡입제의 태아건강 위해성은 가 알고. ‘ ’ 88.0%

있었으며 흡입제의 환각성 흡입제의 운동능력 저하 흡입, ‘ ’ ‘ ’, ‘

제의 중독성 흡입제의 간독성 흡입제의 판단력 저하 등’, ‘ ’, ‘ ’

개 문항 중 절반에 대해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

흡입제에 대한 태도는 흡입제 사용에 대한 타인의 피해에‘ ’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친구와 친해지기 위한 흡입제 사, ‘

용 흡입제의 유익성이 낮아서 흡입제 사용이 타인에게 피해’ ‘ ’

를 준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친교를 위한 흡입

제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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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제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

으나 관계의 강도는 약한 편이어서 큰 의미는 없었다.

약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약물 남용실태는 음주 경

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흡연 흡입제의 순으로서 전국, ,

초등학생 강원도 지역 학생 등의 결과와 순위에서는 일치하

였다 약물에 대한 지식은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보통. 30 20.9

정도였으며 종류별로는 흡연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음주 흡, ,

입제 지식이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나 약물관.

련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어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옥(

우연, 1998).

약물에 대한 태도는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비허용108 36.82

적인 편으로 태도는 바람직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

였다김정순 옥우연 천경애 약물종류별( , 1996; , 1998; , 1994),

로는 음주에 대해 가장 관대했으며 다음이 흡연 흡입제에, ,

대한 태도가 엄격했다.

태도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관

대했으며 또한 학교생활이 힘들고 싫다는 학생이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는 학생보다 더 관대하였으며 약물 사용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더 관대하였다.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

나 강도는 미약하였다 이 결과는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태도.

도 긍정적이라는 옥우연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998) .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초등학생들은 이미 약물 남용을 하

고 있으며 약물에 대한 지식 수준은 보통이었고 태도는 긍, ,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개 지역의 개 초등학교 학년생을 편의 표출하였고 또한1 2 6 ,

약물 남용에 대한 응답률이 높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 론

초등학생의 약물 남용에 대한 실태와 지식 및 태도를 파악

하여 청소년문제의 하나인 약물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 소재 초등학,

교 개교의 학년생 명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2 6 565 2001 6 15

월 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7 15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약물 남용 실태에서 응답자 중 흡연을 경험한 학생은∙

음주는 흡입제는 였다10.4%, 26.7%, 0.8% .

약물에 대한 지식은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보통정30 20.9∙

도였으며 종류별로는 흡연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음주, , ,

흡입제의 지식이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나.

약물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약물에 대한 태도는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비108 36.82∙

허용적인 편으로 태도는 바람직하였으며 약물종류별로는,

음주에 대해 가장 관대했으며 다음이 흡연이었고 흡입제, ,

에 대한 태도가 가장엄격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로 남학생 학교생활이 힘들고 싫다는 학생 학교생활, ,

이 싫다는 학생 약물 사용 경험자가 더 관대 하였다, .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

나 강도는 미약하였다 약물종류별로는 강도에서(r=-0.13).

흡입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음주 흡연(r=-0.18), (r=-0.16),

이 가장 약했다(r=-0.06).

이상의 결과 일부 초등학생이 흡연 음주 및 흡입제 등의,

약물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과 더불

어 남용자를 위한 중단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약물에 대한 지식은 보통수준이었으며 태도는 비 수용. ,

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시. ,

켜서 약물 남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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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ubstance Abuse, Knowledge and AttitudeA Study on Substance Abuse, Knowledge and AttitudeA Study on Substance Abuse, Knowledge and AttitudeA Study on Substance Abus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ubstances in the Elementary Studentsabout Substances in the Elementary Studentsabout Substances in the Elementary Studentsabout Substances in the Elementary Students

Moon, Jung-Soon
1)

1)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o provide basic data for strategy of substance abus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substance abuse and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drugs in the elementary students. Method: Subjects were 565

6th grade of elementar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July 2001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 1) Among the students of respondents, 10.2% of them had the experience in smoking, 26.7% and 08% of

them in drinking and inhalants, respectively. 2) The degree of students' knowledge about substance was 20.9 points

on average with the highest score being 30. Students' knowledge about substances, smoking came on top, next

came drinking and inhalants followed them.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of substances

by general and drug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3) The students' attitude about substances was negative

with 30 points on average with the highest score being 108. As for the attitude about substances, they revealed the

most generous in drinking next in smoking and inhalants. Those of boys, bored in school life and experienced in

substance abuse were significantly generous in the attitude about substances. 4) There was a significant weak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ubstances (r=-0.13).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ubstances, the strongest relationship was shown in inhalants

(r=-0.18) next in drinking (r=-0.16) and smoking (r=-0.06).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finding suggest that the

developing of programs in substance abuse for the elementary students are needed not only for the prevention but

also for the cessation.

Key words : Substance, Elementary student, Knowledg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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