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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의 흡연률은 중학교 남자의 경우, ,

년 흡연률이 이었는데 년에는 로 약 배1988 1.8% 2000 7.4% 4.1

높아졌고 고등학교 남자도 같은 기간에 배 증가하여 중학, 1.2

생의 흡연률이 고등학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년에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였는데1991 1.2%, 2.4%

년에는 중학생 로 배 고등학생은 로 배가2000 3.2% 2 , 10.7% 4.5

증가하였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따라서 지난 년간의( , 2001). 20

청소년 흡연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흡,

연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청소년기의 흡연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며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 ·

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담배에는 여종의 화학물질이 함. 4000

유되어 있으며 이 중 약 여종은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물, 200

질과 기관지 섬모기능에 독성작용을 하는 물질 등을 포함하

고 있다 그리고 흡연은 시작 시기가(Hoffmann, et al., 1983).

어릴수록 폐암 발생과 관련이 높고 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15

우는 세에 시작한 경우 보다 세의 폐암 발생률은 배나25 60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Anderson, 1985).

흡연이 성인기로 이어질 경우 여성의 흡연은 임신율의 저하, ,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생리불순 조기폐경 등의 위험율을 증, , ,

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흡연은 유산 조산 저체중. , ,

아 태아기형 사산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유아돌연사 및, , , , ,

영유아기의 성장지연과 호흡곤란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

으므로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다황승주 등( , 2000).

이렇듯 흡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상술된,

바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에 그 문제점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당

면과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다각적인 측면

에서 규명하여 여자 청소년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국내연구는 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1990

상황생성이론수준의 예방적인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

고 있는 실정이다김옥수 김현실 김화신( , 1999; , 2001; , 1990;

신성례 하나선 정혜경 국외의 경우에도 청소년, , 2002; , 2001).

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즉 요인,

관련 및 상황관련연구의 활발한 진행으로 원인적인 요인이

규명되면서 년대 초반부터는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마련1980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lynn, 1989; Lynne, Marie, &

Benjamin, 2003; Sussman, Dent, Burton, Stacy, & Flay, 1995;

그럼에도Telch, Killen, McAlister, Perry, & Maccoby, 1982).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흡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관련

이론수준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로 여자 청소년의 흡연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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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영향요인을 예측하고 판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여자 중학·

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관련요

인들을 중심으로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서 여자 청소년의 흡,

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간호중재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개인관련요인의 제 변수와 흡연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가정관련요인의 제 변수와 흡연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한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

개념적 틀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개인과 가정 관련요인

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 여러 학자들은 개인관련요인,

으로 대상자의 학년 학교성적 이성친구 성경험 음주 및 음, , , ,

란물 접촉빈도 등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김옥수( ,

김현실 신성례 하나선 이수연 전은영1999; ,2001; , , 2002; ,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1; , 2001; Rotheram-Borus & Gwadz,

청소년 흡연1993; Shrier, Emans, Woods, & DuRant, 1997).

시작 연령의 계속적인 연소화 현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신성

례와 하나선 은 중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2002) 1,2,3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현실 은 흡연 음. (2001) ,

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은 공통적인 선행요건반사회적 행동- ,

학업부진 결손 가정 비행 또는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와의, ,

교제 및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수연과 전은영- .

도 흡연 학생들은 비흡연 학생들 보다 마리화나 남용(2001) , ,

음주 음주운전 폭력 낮은 학업 성취도 운동부족 다이어트, , , , , ,

우울증 자살충동 성적 일탈행동 및 스트레스 등과 더 관련, ,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관련요인으로는 함께 사는 부모 부모 직업 및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가정 환경적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

헌수 민병근 김현실 김현실 황승주 등, , , 1992; , 2001; , 2000;

자녀의 흡연에Griffin, Botvin, Scheier, Diaz, & Miller, 2000).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 및 태도 등이- ,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김헌수 민병근 및 김현,

실 은 자녀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가지 훈육(1992) 3

방식을 첫째 부모 양식 방식의 부적당성 둘째 자녀 통제수, , ,

단으로 언어적 또는 신체적 처벌 셋째 부모가 자녀에게 부, ,

당한 행동을 조장시키는 경우 등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성.

인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과 관련된 요인을 연구한 황

승주 등 의 보고에서 가정관련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2000)

변수들을 살펴보면 젊은층에서는 직업과 월평균수입 등의 변,

수가 중년층에서는 직업 등의 변수가 노년층에서는 교육수준

및 월평균수입 등의 변수가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현실 은 비행청소년과 학생청. (2001)

소년의 가정역동적 환경 성격 흡연 및 비행행동 비교에서, ,

부친의 양육방식 모친의 양육방식 가정안정도 부모자녀 관, , , -

계 가족원의 가정 만족도 가족원간의 관계 모친의 사회활동, , ,

등에서 비행청소년군과 학생청소년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개인 가정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

고 개인 관련요인으로는 학년 학교성적 이성친구 성경험, , , , ,

음주 및 음란물 접촉빈도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정관련.

요인으로는 함께 사는 부모 부의 직업 모의 직업 부의 양육, , ,

태도 및 모의 양육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가설
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년 학교성적 이성친구1 : , , ,

성경험 음주 및 음란물 접촉빈도 등은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가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함께 사는 부모 부의 직업2 : , ,

모의 직업 부의 양육태도 및 모의 양육태도 등은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관련요인들을 중심으로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상황관련이론(situation

수준의 서술적 인과관계성 조사연구이다relating theory) .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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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은 편의추출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

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명이었으며 이. 500 ,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를 제외한67

명이었다433

연구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오미경 이 개발한 도구로 부의 양육태도 문항과 모(1997) , 20

의 양육태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식 점20 . Likert 5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이(1) (5)

며 최소 점에서 최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 20 100

육태도가 애정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오미· .

경 의 연구에서는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1997) .79 .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 Cronbach‘s

계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이었고 어머니의 양육alpha .71 ,

태도는 이었다.70 .

음란물 접촉•

이현정 의 음란물 접촉에 관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조(1997)

미경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식 점 척(2000) . Likert 5

도로 총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 에서 년에7 ‘ ’(1) ‘1 1 2

번 개월에 번 달에 번 주일에 번이’(2), ‘6 1~2 ’(3), ‘1 1~2 ’(4), ‘1 1~2

상 으로 최소 점에서 최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5) 7 35 ,

란물 접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조미경.

CONSTRUCT CONCEPT VARIABLE

그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1>

학년 학년 학년 학년1 2 3

개인관련요인

상 중 하학교성적

흡

연

경

험

유 무

유 무

전혀없다 번 년1-2 /1

번 개월 번 달1-2 /6 1-2 /1

번이상 주일1-2 /1

유 무이성친구

성경험

음주

음란물 접촉빈도

가정관련요인

부직업-

모직업-

부양육태도-

모양육태도-

함께 사는 부모 친부모 또는 생모 생부 기타,

무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문직

무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문직

애정 합리적 거부 통제적, ,

애정 합리적 거부 통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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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2000) .81 .

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 Cronbach‘s alpha

계수는 이었다.89 .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이었2003 11 12

다 먼저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학교장이 협조를 수락하.

면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자의 권리 및 연구결과

가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설문지 앞장의 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설

문지를 자기보고법으로 작성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PSS/PC WIN 10.0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흡연경험군과 비흡연경험군간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각 변인에 따른 차이는 검정과 를 각각chi-square t-test

실시하였다 흡연경험과 관련된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흡연.

경험을 예측하는 최적의 축소모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표변

수 선택방법 에 의한 로지스틱 회(purposeful selection method)

귀분석 을 실시하여 예측모형을 구(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과 같다 학년 분포는< 1> .

학년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년1 35.8% 2 34.2%, 3

학년 의 순이었다 성적은 중위권이 로 과반수를29.8% . 49.7%

차지하였으며 상위권이 하위권이 이었다 함께 사27.7%, 21.7% .

는 부모는 친부모 또는 생모 생부와 사는 경우가 로, 92.4%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만이 기타로 응답하였다 부의 직7.4% .

업은 정규직이 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비정규직55.9% 34.4%,

전문직 무직 순이었다 모의 직업은 무직이8.1%, 0.9% . 54.0%

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정규직 전문직 비정규직34.6%, 7.9%,

순이었다 이성친구는 가 없다고 하였으며 는2.8% . 79.7% 20.1%

있다고 하였다 성경험은 대다수의 응답자 가 없다고 하. 97.7%

였으며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이었다 음2.1% .

주 경험은 가 없다고 하였고 는 음주경험이 있다53.8% , 46.0%

고 보고하였다 흡연 경험은 가 없다고 하였고 는. 82.2% , 17.6%

음주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N=433)
변수 구분 빈도(%)

학년 학년1 155(35.8)

학년2 148(34.2)

학년3 129(29.8)

무응답 1( 0.2)

학교성적 상 120(27.7)

중 215(49.7)

하 94(21.7)

무응답 4( 0.9)

함께 사는 부모 친부모 생모 생부, , 400(92.4)

기타 32( 7.4)

무응답 1( 0.2)

부직업 무직 4( 0.9)

비정규직 149(34.4)

정규직 277(64.0)

무응답 3( 0.7)

모직업 무직 234(54.0)

비정규직 12(2.8)

정규직 184(42.5)

무응답 3( 0.7)

이성친구 유 87(20.1)

무 345(79.7)

무응답 1( 0.2)

성경험 유 9( 2.1)

무 423(97.7)

무응답 1( 0.2)

음주 유 199(46.0)

무 233(53.8)

무응답 1( 0.2)

흡연 유 76(17.6)

무 356(82.2)

무응답 1( 0.2)

대상자의 개인관련 요인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분석

대상자의 개인관련 요인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 분석은

표 와 같다 흡연경험율을 학년별로 분류해보면 학년 학< 2> . 1

생의 학년 학생의 학년 학생의 으로16.8%, 2 20.9%, 3 14.7% , 2

학년 학생이 학년 학생보다 약 배 학년 학생보다 약1 1.2 , 3 1.4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p=.377).

성적별로는 상위권 학생의 중위권 학생의 하위12.5%, 16.3%,

권 학생의 로 하위권의 학생이 상위권의 학생보다 약26.6%

배 중위권의 학생보다 약 배 높은 흡연경험율을 보였으2.1 , 1.6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성친구(p=.021).

유무에 따른 흡연경험률은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의 이31.0%,

성친구가 없는 학생의 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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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성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률도 성경험(p=.000).

이 있는 경우의 성경험이 없는 경우의 로 통계88.9%, 16.1%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경험 유무에 따른(p=.000).

흡연경험률 또한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의 음주경험이36.7%,

없는 경우의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3% (p=.000).

음란물 접촉빈도의 평균은 흡연경험군 이 비흡연경(13.68±7.75)

험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8.85±3.49) (p=.000).

대상자의 가정관련 요인에 따른 성경험의 차이분석
대상자의 가정관련 요인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분석은

표 과 같다 가정관련 요인에서 함께 사는 부모별로 살펴< 3> .

보면 함께 사는 부모가 기타인 경우의 흡연경험률은 약,

로 친부모 혹은 생부 생모인 경우의 흡연경험률40.6% , 15.7%

에 비해 약 배 높은 흡연경험율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2.6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에(p=.000).

따른 흡연경험률은 부의 직업이 무직인 학생의 비정규50.0%,

직인 학생의 정규직인 학생의 이었으나 이는 통19.5%, 16.2%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의 직업에 따른 흡(p=.291).

연경험률도 모의 직업이 무직인 학생의 비정규직인 학15.4%,

생의 정규직인 학생의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16.7%, 20.7%

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의 양육태도의 평균은 흡연경(p=.112).

험군 과 비흡연경험군 이 거의 비슷한(82.15±10.39) (83.15±8.62)

분포를 보였으며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모의 양육태도의 평균은 흡연경험군(p=.382). (81.22±9.75)

이 비흡연경험군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두(83.64±9.27)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4).

대상자의 흡연경험 예측모형의 구축
대상자의 흡연경험 예측모형은 표 와 같다 개인관련 요< 4> .

인에서는 학년 음주 성경험 및 음란물 접촉빈도가 대상자의, ,

표 대상자의 개인관련 요인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분석< 2> (N=433)

요인 변수 구분

흡연경험

X2(t) p
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

유

빈도(%)

평균 표준편차*( )

개

인

요

인

학년 학년1 129(83.2) 26(16.8) 1.949 .377

학년2 117(79.1) 31(20.9)

학년3 110(85.3) 19(14.7)

학교성적 상 105(87.5) 15(12.5) 7.692 .021

중 180(83.7) 35(16.3)

하 69(73.4) 25(26.6)

이성친구 유 60(16.9) 27(35.5) 13.577 .000

무 296(83.1) 49(64.5)

성경험 유 1(11.1) 8(88.9) 32.227 .000

무 355(83.9) 68(16.1)

음주 유 126(63.3) 73(36.7) 92.754 .000

무 230(98.7) 3( 1.3)

음란물 접촉빈도 8.85*(3.49) 13.68*(7.75) (-5.321) .000

표 대상자의 가정관련 요인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분석< 3> (N=433)

요인 변수 구분

흡연경험

X2(t) p
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

유

빈도(%)

평균 표준편차*( )

가

정

요

인

함께사는 부모 친부모
생모 생부,

337(84.3) 63(15.7) 12.646 .000

기타 19(59.4) 13(40.6)

부직업 무직 2(50.0) 2(50.0) 3.695 .291

비정규직 120(80.5) 29(19.5)

정규직 232(83.8) 45(16.2)

모직업 무직 198(84.6) 36(15.4) 5.983 .112

비정규직 10(83.3) 2(16.7)

정규직 146(79.3) 38(20.7)

부양육태도 83.15*(8.62) 82.15*(10.39) (0.874) .382

모양육태도 83.64*(9.27) 81.22*( 9.75) (2.019)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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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험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가정관련요인에서는.

함께 사는 부모가 주요예측변수로서 대상자의 흡연경험과 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추출된 개의 예측변인. 5

중 음주와 성경험은 승산비 가 각각(odds ratio) 40.669, 38.805

로 다른 예측변인에 비해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미치는 영향

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종 추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 본 결과

표 값이 이었고 모델 카이자승< 4>, 2 LL 229.295 (Model chi-

값도 로서 최종 로지스틱 회귀square) 152.121(df=10, p=0.000)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잘 적합되었다 또한. Hosmer-Lemeshow

통계량 값도 로서 모형적합이 잘 되었음을5.297(df=8, p=.726)

보여주었다 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이었고. 86.1% ,

Nagelkerke's R
2 로 본 연구의 예측변수에 의해 대상자의=.512

흡연경험 변동 비율의 약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2% .

가설검정
가설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년 학교성적 이성친1 : ‘ , ,

구 성경험 음주 및 음란물 접촉빈도 등은 여자 중학생의 흡, ,

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는 개.’

인의 학년 음주 성경험 및 음란물 접촉빈도가 대상자의 흡, ,

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가정과 관련된 함께 사는 부모 부의 직업 모의2 : ‘ , ,

직업 부의 양육태도 및 모의 양육태도 등은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는.’

함께 사는 부모가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개인과 관련된 요인,

으로는 대상자의 학년이 흡연경험의 예측요인으로 규명 되었

다 이는 흡연에는 청소년의 연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한 김현실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료분석(2001) .

결과 학년 학생들의 흡연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년2 , 2

학생들은 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 학교에 다소 익숙해지면서1

고교 진학을 앞 둔 학년 학생들보다는 다소 여유로운 상황3

에서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학업실패로 인하여.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지속적인 질책을 받게 되면 사회적 고

립감이 가중되고 학교의 규범을 이탈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정혜경Mau(1992) .

도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과 문화 속(2000)

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제적인 대처로 그들의,

갈등과 좌절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이 성적 우수자만을 양산하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면하는 태도 신념 윤리 및 도덕에 관한 다양, ,

한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및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강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음주도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음주는 우울하고 슬플 때 스트레스가. ,

쌓이고 외로운 느낌이 들 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bright, 1999;

와 은 특히 남성보Moscato, et al., 1997). Brady Randoll(1999)

다 여성이 우울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알코올

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도Moscato et al.(1997)

여성들의 우울이 알코올 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흡연자들은 음주를 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

으며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고 니코틴 의존,

도도 높아 흡연 여성에 있어서 우울과 흡연의 정도는 관계가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Table 4>
요인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Chi-square

Odds Ratio

(conditional)

Intercept 4.754 1.061 20.083 .000

개인관련요인
학년 학년(2 )

음주유( )

성경험유( )

음란물 접촉빈도

.917

3.705

3.659

.114

.441

.635

1.728

.034

4.316

34.051

4.482

11.297

.038

.000

.034

.001

2.502

40.669

38.805

1.121

가정관련요인
함께사는 부모기타( ) 1.194 .603 3.913 .048 3.299

2 Log Likelihood = 229.295 Model Chi-Square = 152.121 df = 10 p = .000

% Correct Predictions = 86.1 Nagelkerke’s R– 2
= .512

Hosmer-Lemeshow test Chi-Square = 5.297 df = 8 p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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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 김옥수 의 보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1999)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부정적인 갈.

등과 좌절을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 시켜서 우울한 기분에 빠

지지 않도록 청소년 주변의 물리적 정서적 분위기 조성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을 통한 성취.

감 또는 건전한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통해 정신적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지도하여야 함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경험이 대상자의 흡연경

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주.

변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되는 술 담배 가출 폭력 및 비행, , ,

등의 사회적 일탈행동은 이성친구와의 성경험 등 청소년의

성적인 일탈행위와도 유관하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

과정혜경( , 2000; Rotheram Borus, & Gwadz, 1993; Shrier,

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Emans, Woods, & DuRant, 1997) .

실은 청소년기의 신체적생리적 현상으로 성장과 더불어 자

연스럽게 발생하는 성충동과 성욕구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

하지 않고 건전한 이성 관계를 통하여 충동적인 욕구를 슬기

롭게 해소하거나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이.

이성의 존엄성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올바른 애정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팀 플레이 야영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음란물 접촉빈도도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관련 예측요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남영옥과 이상준.

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의 과반수가 사이버상에서 한(2002)

번 이상 음란물을 접속해 본 경험이 있으며 약 는 상습적, 15%

으로 접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이버 섹스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성적호기심이라고 지

적하였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성적.

자극환경과 유혹요인 등으로 인하여 성적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충동이 더 강하게 발생될 수 있

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그들의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

로 즐기면서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가정관련 요인에서는 함께 사는 부모가 예측요인으로 확인

되었는데 가정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흡연행위와 관련이,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김헌수 등( , 1992; Griffin, et al., 2000 )

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간 불화관계나 부.

적응 관계가 자녀의 흡연 등 약물남용을 포함한 부적응 행동

이나 문제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과Johnson Lobitz

의 보고와 성인 여성흡연과 관련된 주요요인으로 이혼(1974) ,

별거 사별 등의 결혼상태 등이 포함된다고 한 황승주 등,

의 보고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이를 통해서 부모의 애(2000) .

정과 관심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

모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의 청

소년들을 위해 학교 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이 안정되고 지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여 장래에 대한

가치관을 설정하고 사회규범을 지키는 가치체계를 내면화 함

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사회,

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의 지지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가치관 함양교실과 청소년

정신교실 등을 운영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상술된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관련 예측요인을 적절히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사전

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토대로 여자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관련된 개인 가정 관련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

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서술적 인과관계성 조사연.

구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편의추출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

학생 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433 2003 11 12

이었으며 자료분석은 목표변수 선택방법, (purposeful selection

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metho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으로 인과성 관계를 검정하여 예측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흡연경험의 개인관련요인으로는 학년 음주 성경험 그리, ,∙

고 음란물 접촉빈도가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예측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흡연경험의 가정관련요인으로는 함께 사는 부모가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최종 예측모형은 값이2 LL∙

이었고 모델 카이자승 값도229.295 (Model chi-square)

로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주152.121(df=10, p=0.000)

어진 자료에 잘 적합되었다 또한 통계. Hosmer-Lemeshow

량 값도 로서 모형적합이 잘 되었음을5.297(df=8, p=.726)

보여주었다 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이었고. 86.1% ,

Nagelkerke's R
2 로 본 연구의 예측변수에 의해 대상=.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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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흡연경험 변동 비율의 약 를 설명하는 것으로51.2%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은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해 주고 있으므로,

여자 청소년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간호실무적 측면에.

서는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관,

련 예측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관리하는 예방적 차원

의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간호이론적 측면에서는 다각적인 측,

면에서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개발된 본 연구의 최종예측모형

은 청소년 관련 간호이론의 발전에도 일면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된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검증된 예측요인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적 틀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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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 of smoking in middle school

girl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was used. Method: The students in this

descriptive survey on causal relations were 433 girls enrolled in middle school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were collected in November-December 2003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build a forecast

model. Findings: The findings showed the following, 1) Individual factors such as grade, alcohol consumption,

sexual experience and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pornographic materials, and 2) family factors such as parental

living arrangement were significant factor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The experience of smoking among

Korean middle school girls was associated not only with individual factors, but also with family factors, which

exert a strong influence on health behavior. There is therefore a need for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s, which deal comprehensively with these factors that influence smoking. It is recommended that a program

be developed that will help to control the variables identified in this study along with follow up study to verify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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