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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dentify smoking behavior by following a cohort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of 4th grade elementary schoolers in South Korea over a four-year period (2004-2007), and (b) to explore pre-

dictor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non-smokers in Wave 1. Methods: Secondary data, the Korea Youth Panel Study, was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frequencies or percentages were calculated to identify smoking behavior (i.e., smoking initia-

tion, smoking intensity, and smoking duration). Seco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sig-

nificant factors related to smoking initiation. Results: Smoking initiation and daily smoking were more pronounced when

the participants entered middle school. In bivariate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smoking initiation were loneli-

ness at school, self-control, delinquent behavior, depressive symptoms, and stress.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

tors, only a high level of risk-taking tendency and a greater number of delinquent behaviors rem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Based on greater involvement in smoking among first-year middle schoolers, smoking prevention strategies

should be provided to elementary schoolers rather than middle schoolers. A risk-taking tendency and delinquent behav-

iors should be considered as proxy measures to detect the high-risk group for smoking ini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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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조기사망의주요한원인이며, 흡연관련질환은경제손

실과 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Centers for Disease Con-

trol and Prevention [CDC], 2002). 또한, 청소년기 흡연은 이

들의 혈압, 총 콜레스트롤, 중성지방, 체질량지수 상승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Byeon & Shoon, 2007). 이처럼 흡연은 연령에

상관없이건강에부정적인 향을주기때문에시급한중재가필

요한 건강문제이다. 

최근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결과,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2005년부터현재까지꾸준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전국19세이상성인을

상으로연구를실시한결과, 2005년3월에는 상자의27.9%

가 흡연자로 보고되었으나, 2008년 6월에는 21.9%가 흡연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약 3년 사이에 성인 흡연율이 6% 감소

하 음을 의미한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HWFA]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KAS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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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기 흡연율 조사에서는 성인기 흡연율 감소 추

세와는 달리 흡연율 감소 경향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

려남자중∙고등학생집단에서의흡연율은증가되는경향을보

인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 보다 특징적으

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 집단의 흡연율은 1988년도

1.8%에서 2008년도 5.7%로 조사되었다(Yonsei University &

KASH, 2008). 청소년기흡연의다른한가지특징은흡연을처

음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도에

흡연을 경험한 고3 청소년을 상으로 흡연을 처음 시작한 시기

를조사한 결과, 1.5%가 초등학교 3학년, 8.7%가 초등학교 6학

년, 6.6%가 중학교 1학년, 20.4%가 중학교 2학년, 27%가 중학

교 3학년이라고 응답을 하 다(Yonsei University & KASH,

2008). 이러한 결과는 고3 흡연자의 64.2%가 중 3시기 또는 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2007년도 백분

율보다 3.4%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Yonsei University

& KASH, 2007). 

흡연시작 연령의 저하는 학령기 흡연경험자들의 학령기 이후

흡연시도위험성이학령기비흡연자들에비하여5배이상높다

는 점, 청소년초기에흡연을시작한성인흡연자들이매일흡연

자(Daily smoker)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조기 흡연은 폐암발

생위험성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문제

로 여겨진다(Chen & Millar, 1998; Wiencke, 1999; Wilson,

Battistich, Syme, & Boyce, 2002). 

조기 흡연경험관련 문제점들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초등

학생으로까지낮아지고있다는것은흡연예방을위한중재적접

근이중∙고등학교 학생 집단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집단으로까

지 확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집단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전략 개발을 위해서는 상 집단의 흡연행위에 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 선행연구들이 중∙고등학

생 집단의 흡연행위 및 중재 전략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Shin, 2006). 따라서, 초등학생 집단의 흡연 행위에

한 이해 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보다효과적인중재프로그램의개발을위하여,

종단 모형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흡연을 유발하는 요인 간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 초등학교 4학

년 코호트의흡연행위를4년간추적조사한한국청소년패널조

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현재 흡연행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나 하나의 이론만으로 흡연행위를 완벽히 설명하

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Park, Weaver, & Romer, in press),

본연구는청소년흡연행위에관한다양한연구들을비교분석한

조사연구(Tyas & Pederson, 1998)에서 흡연과 유의한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이용하 다.

본연구에사용된흡연시작예측요인들은인구사회학적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 개인적특성의4개그룹으로나뉜다(Fig-

ure 1).인구사회학적특성들중성별에따른흡연수준은문화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청

소년들의 흡연 수준이 여자 청소년들의 흡연 수준보다 확연히

높다(MHWFA,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P], 2007). 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남

자청소년 집단의 흡연수준이 높으나, 성별이 흡연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

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08). 두 나라 간 흡연에

한 성별 특성은 성인 인구에서도 나타난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7).

또한, 일반적으로가구수입이많은경우, 청소년의용돈이적은

경우, 양쪽부모가모두있는가족형태인경우, 부모의교육수준

이 높은 경우는 상자들의 흡연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Tyas & Pederson, 1998). 

Demographics

Gender 
Monthly income
Pocket money
Intact family
Parental education

Smoking initiation after Wave 1

Family factors

Parenting style
Relationships
with parents
Relationships with  
siblings

School factors

Grade point average
Loneliness at school
Friends’ smoking

Individual factors

Risk-taking tendency
Self-control
Delinquent behaviors
Self-esteem
Alcohol use
Depressive symptoms
Stress
Life satisfaction

W1*

W2*

W3*

W4*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Wave (timing when data were collected).



가족 특성이 흡연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향력이 있고

긍정적인 경우, 가족관계가 친 한 경우는 흡연시작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Kim, 2001; Tyas & Pederson, 1998). 학

교 특성 중, 학교에서의 긍정적 분위기와 경험 등은 상자들의

흡연과 같은 약물사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학교에서 느끼는 소

외감은 약물사용 위험성을 증가시킨다(Fletcher, Bonell, &

Hargreaves, 2008). Leatherdale과 Manske (2005)의 연구에

서는 학교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의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경우, 금지된장소에서학생들흡연이자주일어나는경우, 상급

학년학생들의흡연율이높은학교에재학하는경우에는비흡연

자인초등학생들의 흡연시작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보

고한다. 또한, 흡연을 하는 친구 숫자의 증가는 흡연 시작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향요인이다(Tyas & Pederson, 1998). 

개인적특성또한흡연행위에중요한 향을미친다. 위험한활

동을즐기는성향이있는경우, 비행행위를경험한경우, 자존감

이낮은경우, 음주를해본경험이있는경우, 우울성향이높은경

우, 스트레스수준이높은경우, 삶에 한만족감이낮은경우에

흡연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yas & Pederson,

1998). 이외에도자기통제력은청소년흡연시도여부에 향을주

며, 자기통제수준이낮은경우에는흡연위험성이증가된다(Au-

drain-McGovern, Rodriguez, Tercyak, Neuner, & Moss, 2006).

2. 연구 목적

구체적인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4년간(초등학교 4학년-중

학교1학년) 상자들의흡연행태를조사한다. 흡연을경험한청

소년들의 백분율, 흡연강도(흡연자들 중 매일 흡연자들의 백분

율), 흡연기간의세 가지 측면에서 흡연행태를 분석한다. 

둘째, 2004년도 비흡연자들을 상으로 하여, 2004년 이후

이들의 흡연시작을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한다. 이때, 2004년도

에 측정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이용한다. 즉, 종단 분석(Lon-

gitudinal analysis)을 실시하여 흡연시작과 원인 요인들 간 인

과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tudy, KYPS) 자료를

분석하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연구자들이 KYPS를 구입하여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KYPS는 2003년도 전국 중학교 2학년 집단과 2004년도 전국

초등학교4학년집단을모집단으로하여, 각각중학교2학년코

호트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를 선택한 후 매년 1회씩 추적 조

사하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개

인에게할당된고유한번호를이용하여매년수집된자료들을각

상자별로짝짓기하여(matching) 연구자에게배포한다. 

KYPS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잠재적직업선택, 향후진로설

정, 일탈행위 등에 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소

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과 청소년기에 겪기 쉬운 시행

착오 감소를 위한 지원 및 책 마련의 근거자료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한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2008).

자료수집전, 학생과해당학부모에게연구목적과내용을설명

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들을 최종 코호트로 선택하

다. 그후, 선택된코호트를개별접촉하여면접조사를실시하

다. 학생 상 조사내용은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여가활동,

일탈, 생활 역별 시간배분 및 중요도, 자아관 등이고, 부모

상 조사내용은 가족구성형태, 부모의 직업, 학력, 근로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 등이었다(NYPI, 2008). 1-4차년도 자료 수집에

모두 참여한 상자들의 비율은 84.8%이었다(NYPI, 2008).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부분에서 무응답은 없었으며, 무응답이

가장많았던변수는‘형제또는자매와의관계’변수이며, 이변

수의무응답률은4%이었다.

2. 연구 상

본연구는2004년도초등학교4학년코호트를 상으로2004-

2007년 동안 매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 2004년도 초등

학교 4학년 코호트는층화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코호트 선택

을 위하여‘층’으로는 지역을 이용하 고, 집락으로는‘학교’를

이용하 다.2004년도에선택된코호트구성원의숫자는2,949

명이었다. 흡연시작을 유발하는 원인요인 조사를 위해서는

2004년(1차년도)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상자들을 연구

상자로 선택한 후, 2005-2007년도 조사에서 흡연경험 여부에

응답을하지않은 상자들은무응답으로처리하여분석에서제

외하 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2,820명이었으

며, 이는 전체 코호트의 95.6%를 차지한다. 2004년도 시점에

서 비흡연자들(N=2,820) 중 2005-2007년도 사이에 흡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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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다고 응답한 상자 숫자는 127명이었다. 

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다수 상자들

(약86%)의출생년도는94년이었고, 약14%의 상자들은95년

도생이었다. 상자들의약53%가남학생이었으며, 이들가구의

약 60%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95%의 응답자가 친부모가 있었으며,

부분 상자의 부모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약 43%) 또는 4

년제 학교(약 36%) 졸업이었다. 

3. 연구 변수

1) 종속변수

1차년도(2004년) 자료 수집 이후‘흡연 시작’을 종속변수로

이용하 다. 즉, 2-4차년도 자료 수집 시 담배를 피운 경험이

없는 상자들은 0의 값을, 그 기간 동안 흡연을 경험한 상자

들은 1의 값을 갖는다.

2) 독립변수

모든독립변수는1차년도에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흡연시작 예측요인들은 인구-사회, 가족,

학교, 개인의 4개 범주로 구분된다(Figure 1). 

(1)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가능한 값은‘남’또는‘여’이다.

�월평균 수입: 가능한 값은‘100만 원 이하(1)’, ‘101-200만

원(2)’, ‘201-300만 원(3)’, ‘301-400만 원(4)’, ‘401-500만 원

(5)’‘501만 원 이상(6)’까지의 6가지이다. 

�개인용돈: 용돈은1,000원단위로조사되었으며, 가능한응

답은‘없음(0)’부터‘7,000원 초과(8)’까지이다.

�가족구성: 가능한 값은‘친부모가 있는 경우(1)’와‘나머지

경우(0)’의 2가지이다.

�부모교육 수준: 부모 간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높은 교육수

준을 선택하 다. 가능한 값은‘중학교 이하(1)’, ‘고등학교(2)’,

‘전문 (3)’, ‘4년제 학(4)’, ‘석사 이상(5)’의 5가지이다.

(2) 가족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님이 자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정

도를 조사한 두 문항을 이용하 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

다(1)’부터‘매우그렇다(5)’까지의5점척도로측정되었으며, 부

모의 양육태도는 두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Cronbach’s

α=.67).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과 상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 부모님의 상자에 한 사랑과 애정,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 서로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정도, 화를 자주 나누는 정

도 등을 묻는 6개 문항을 이용하 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Cronbach’s α=.77).

�형제 또는 자매와의 관계: 형제 또는 자매와 사이좋게 지

내는 수준을 묻는 1개의 문항을 이용하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학교 특성

�학교성적: 초등학교 4학년(2004년도) 1학기 국어, 어, 수

학, 사회 역, 과학 역,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과목의 성적의

평균을이용하 으며, 가능한값의범주는‘매우못하는수준(1)’

부터‘매우 잘하는 수준(5)’까지이다(Cronbach’s α=.76). 

�학교에서 느끼는 외로움: 학교에서 느끼는 외로움 수준을

조사한 1개의 문항을 이용하 으며, 가능한 값은‘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매우 그렇다(5)’까지이다.

�흡연하는 친구: 흡연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 경우는 1의 값

을, 없는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4) 개인 특성

�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향성: 상자가 위험한 활동을 즐

기는 경향을 조사한 1개의 문항을 이용하 다. ‘전혀 그렇지 않

다(1)’부터‘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기통제력: 내일시험이있어도재미있는일을우선적으로

함,일이힘들고복잡해지면곧포기함, 다른사람을놀리거나괴

롭히는일을즐김, 화가나면물불을가리지않음, 학교숙제를잘

해가지 않음을 조사하는 5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가

능한 응답범위는‘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매우 그렇다(5)’까

지이다(Cronbach’s α=.60). 

�비행행위: 무단횡단, 무임승차, 컨닝,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의 14개 비행 행위들 중 상자가 지난 1년간 경험한 행위들

의 합을 계산하 다. 가능한 값은 0-4까지이며, 4는 비행행위

가‘4가지 또는 그 이상’임을 의미한다.

�자존감: 자신에 한 성품, 가치, 능력에 한 평가와 실패

한사람, 나쁜사람, 쓸모없는사람이라고느끼는수준을조사한

6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가능한 값은‘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매우 그렇다(5)’까지이다(Cronbach’s α=.74). 

�음주행위: 지난 1년간음주경험이 있는경우는 1의 값을, 경

험이없는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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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 일에 한관심과흥미, 걱정, 불안, 외로움, 슬픔,

자살충동을 조사한 6가지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6가지

우울증상은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

tal Disorders (4th. Edition) (DSM IV)에 제시된 증상들이다

(Evans, 2005). 가능한 응답은‘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매

우그렇다(5)’까지이다(Cronbach’s α=.79). 

�스트레스: 성적,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시험, 친구의 놀림,

외모, 용돈부족등과같은16개스트레스원에 한스트레스수

준을조사하 다. 가능한응답은‘그런적없다(1)’부터‘항상그

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스트레스’변수는 스트

레스 수준이 보통이 넘는다고 응답한 항목의 합을 이용하 다.

가능한 값은 0-16까지이나, 스트레스원이 8개 이상이라고 응답

한 상자의 빈도가 낮아 스트레스원이‘8개 또는 그 이상인 경

우’는 8의 값을 가진다. 그 결과, 응답범위는0-8까지이다. 

�삶에 한 만족도: 생활에 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조사

한 1개 문항을 이용하 다. 가능한 응답은‘전혀 만족하지 못한

다(1)’부터‘매우 만족한다(5)’까지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SAS Version 9.1을이용하여분석하 다. 분석전, 변수들의

신뢰도를Cronbach’s α값을이용하여분석하 다. 해당변수들

중‘자기통제력’변수는신뢰도가.6이었다. 기 했던것보다낮

은 값이었으나, 신뢰도 .7이란 값은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략

적인 기준값이고 사회과학에서는 심지어 .6 이하까지의 신뢰도

값을가지는변수들을사용하기도한다는설명에근거할때(Hat-

cher, 1994),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자기

통제력변수의타당도를조사하 다. 1 이상인아이겐값과Scree

test 결과에 근거하여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5개 문항 모

두에서0.4 이상의 factor loading을 보 다. 이는 모든 문항이

추출된 요인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과 자기통제력 변수 측

정에 이용된 모든 문항들의 선택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4년간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코호트의 흡연행태는 백

분율 또는 빈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전체 상자들

중 흡연을 경험한 상자의 백분율을 연도별로 조사하 다. 둘

째, 흡연강도에 따른 흡연행태를 분석하 다. 즉, 흡연자들 중

매일 흡연하는 상자들의 백분율을 연도별로 조사하 다. 셋

째, 총 흡연기간에 따른 흡연행태를 조사하 다. 4년 동안 수집

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흡연자들을 총 흡연기간별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조사하 다.

종단적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흡연시작을 성공적으로 예측하

는 원인요인들을 조사하 다. 종속변수인‘흡연시작’경험은 1

차년도 비흡연자들 중 1차년도 이후 흡연을 경험한 상자들을

의미하며, 독립변수인 예측요인들은 1차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분석실시 전,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존재여부를조사하 으며(Allison, 1999b),

변수들 간 높은 상관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흡연시작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

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다(Allison, 1999a). 먼저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조사하는 이변량 분석

을실시한 후, 모든 예측요인들을 하나의 독립변수 집단으로 포

함하는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들의 향 수준 결

정을 위하여, 통계적 유의수준은0.05를 이용하 다.

연구 결과

1. 학령기 및 청소년 초기 흡연행태

1) 학년별 흡연자의 백분율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흡연자 수는 24명(0.84%)이었고, 초등

학교5학년시기에는24명(0.89%)이었다. 초등학교6학년시기

에는 45명(1.68%)이었고,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85명(3.39%)

이었다(Figure 2). 

2) 흡연경험자들 중 매일 흡연자의 백분율

초등학교 4학년들 중 매일 흡연자(Daily smoker)는 없었다.

18명의흡연자가1년에몇번피는수준이라고응답했으며, 나머

지 6명은 매일 흡연자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하 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1명(4.3%)이 매

일흡연자라고응답했으며, 19명은1년에몇번피우는수준이고

3명은 한달에 한 번 이상 흡연을 한다고 보고하 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흡연자들 중 2명(4.4%)이 매일 흡연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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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rcentages of lifetime smokers*.
*Those who used cigarettes during the p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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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 으며, 31명이 1년에 몇 번 피는 수준이고 12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흡연한다고 응답하 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흡

연자들 중14명(16.5%)이매일흡연자로, 50명은1년에몇번피

우는 수준으로, 21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피우는 수준이라고

보고하 다(Figure 3). 

3) 총 흡연기간에 따른 흡연행위

자료를 수집한 4년 동안 흡연행위 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은

두 명의 상자를제외한138명을 상으로총흡연기간에따라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 다. 총 흡연기간이 3년인 상자와 4

년인 상자의수는각각2명이었다. 총흡연기간이2년인흡연

자의 숫자는 30명이었고, 총 흡연기간이 1년 이하인 흡연자의

숫자는 104명이었다(Figure 4).

2. 흡연시작에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각각의 독립변수와‘흡연시작’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이변량

분석에서는 학교에서의 외로움이 높을수록(OR=1.22, p=.008),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경향성이 높을수록(OR=1.35, p<.001),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OR=1.41, p=.006), 경험한 비행행위

숫자가 증가할수록(OR=1.39, p<.001),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OR=1.33, p=.007),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원의 숫자가 증

가할수록(OR=1.10, p=.007)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분석에서통계적유의성을보인원인요소들은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경향성(OR=1.29, p=.002)과 경험한 비행의 숫

자(OR=1.30, p=.002)이었다. 이는 이변량 분석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보 던변수들중에서‘위험한활동을즐기는경향성’과

‘비행행위’가아동및청소년초기흡연시작의성공적인예측요

인으로 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다른 요소들이 흡연시작에 미

치는 향을 제외한 후,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경향성 1점이 증

가될수록흡연을시작할위험성이29% 증가하 으며, 경험한비

행의숫자가 1개씩 증가할수록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 또한 30%

증가하 다(Table 1).

논 의

1. 학령기 및 청소년 초기 흡연행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를 상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까지

흡연행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5학년 시기에는 1%

미만의 흡연율을 보 으나,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는

흡연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향

을 미치는 흡연의 특성은 흡연강도(흡연량)과 흡연기간의 두 가

지 측면으로 나뉜다(Pandeya et al., 2008). 흡연자들 중 매일

흡연자들의 백분율 또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특

징적인 현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에는 약 4%로 비슷한 양

상을 보이다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약 4배가량 급증하는 양상

을 보 다. 총 138명의 흡연 경험자들을 흡연기간에 따라 분석

한 결과, 이들중 3-4년간흡연을 한 상자는4명으로 전체흡

연자의약3%를 차지하 고, 2년간흡연을한 상자는30명으

로 약 22%를 차지하 다. 1년간 흡연을 지속한 흡연자는 전체

의 75%로 흡연자들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의 흡연은 계속

적인 흡연 행태이기보다는 흡연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양상

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새로운 흡연시도자와 매일 흡연자가 초

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갑자기 증가한다는 점이

다. 흡연기간에 따른 흡연자 분류에서 1년간 흡연자가 75%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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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centages of daily smokers*.
*Those who used at least one cigarette everyday during the past
year. Figure 4. The number of smokers depending by smoking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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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해석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2004년도 초등학교

코호트를중학교1학년까지추적하여조사함으로인하여중1 시

기에 다수의 흡연자들이 새로이 발생했음에도 이들의 흡연행

위를 1년밖에 관찰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중1 시

기 매일 흡연자의 백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1년 이상 흡연을 지속하는 상자의 백

분율도상승할가능성이있다. 위와같은연구결과에따르면, 흡

연문제는 초등학교 시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시기가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분 선행연구들은 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의 흡연행

태에 초점을 맞추어 단면연구를 주로 시행함으로 인하여, 본 연

구와 같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 상자들의

흡연행태 변화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 결과, 본 연구 결과

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다른 연구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분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6년 중국의 초등학교 10-12세 인

구를 표하는 표본 16,996명을 상으로 실시된 횡단연구에

서 상자의 8.3%가 흡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하 다(Zhu, Liu,

Shelton, Liu, & Giovino, 1996).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미국에

서는15.7%이었으며(Wilson et al., 2002), 캐나다에서는 7.8%

이었다(Leatherdale & Manske, 2005). 본 연구 상자들의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의 흡연 경험률이 2% 미만인 것을 고려

하면, 중국, 미국, 캐나다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5-2006년도 우리나라 중∙고

등학교 청소년들을 상으로 지난 한 달간 흡연 여부를 측정한

‘현재 흡연율’의 조사결과, 현재 흡연율은 약 12-13%이었다

(MHWFA & KCDCP, 2007). 이러한 결과는 미국 청소년의 흡

연율인 약 10-11%보다 높음을 의미한다(SAMHSA, 2008).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흡연

시작 시기가 늦음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시기보다는 중학교로

진학하면서흡연율이급속히증가함을의미한다. 연구자들은흡

연을 이미 시작한 청소년들의 금연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생활습관의 변화 필요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D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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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B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OR 95% CI

Table 1. Factors Related to Smoking Initiation (N=2,236)

Demographic factors
Gender (reference: male) 1.08 0.76, 1.55 0.91 0.61, 1.36
Monthly income 0.88 0.76, 1.03 0.90 0.75, 1.08
Pocket money per month 1.05 0.97, 1.15 1.02 0.93, 1.11
Intact family  (reference: non-intact family) 1.76 0.87, 3.58 1.34 0.60, 3.00
Parent education (reference: master’s degree or above)
Middle school or below 1.83 0.45, 7.50 1.70 0.31, 9.20
High school 2.30 0.83, 6.41 2.51 0.75, 8.43
Diploma 2.39 0.78, 7.35 2.89 0.81, 10.39
Bachelor’s degree 1.89 0.67, 5.37 2.51 0.76, 8.31

Family factors
Parenting style 1.15 0.93, 1.41 0.94 0.73, 1.20
Relationship with parents 1.13 0.88, 1.45 1.28 0.93, 1.76
Relationship with siblings 0.94 0.80, 1.09 0.98 0.83, 1.16

School factors
Grade point average 0.92 0.67, 1.26 1.14 0.76, 1.70
Loneliness at school 1.22** 1.06, 1.41 1.12 0.94, 1.33
The number of friends who smoke 1.61 0.57, 4.54 0.68 0.19, 2.40

Individual factors
Risk-taking tendency 1.35*** 1.17, 1.55 1.29** 1.10, 1.52
Self-control 1.41** 1.10, 1.81 1.08 0.78, 1.49
Delinquent behaviors 1.39*** 1.21, 1.59 1.30** 1.10, 1.53
Self-esteem 1.12 0.86, 1.45 0.94 0.67, 1.34
Alcohol use 1.07 0.53, 2.15 0.64 0.29, 1.39
Depressive symptoms 1.33** 1.08, 1.64 1.13 0.86, 1.50  
Stress 1.10** 1.03, 1.18 1.05 0.96, 1.15
Life satisfaction 0.97 0.80, 1.17 1.05 0.83, 1.32

Predictor



van, 2000; Fryer, 2008). 따라서, 흡연 중재를 위한 적절한

시기는 흡연을 시작한 후보다는 시작 전 시점인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학령기 및 청소년 초기의 흡연행태를

고려하면, 흡연 예방의 적절한 중재 시기는 다수의 청소년들

이 흡연을 시작하기 전인 초등학교 시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흡연시작에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본 연구의 이변량 분석에서 흡연시작 위험성 증가를 성공적

으로 예측한 요인들은 학교에서의 외로움, 위험한 활동을 즐기

는 경향성, 자기 통제력, 비행행위, 우울성향, 스트레스이다. 다

변량 분석 결과, 흡연시작의 예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

은 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향성과 비행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측정된‘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향성’

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흡연시작을 성공적으로 예측하 다.

미국 청소년 집단을 표하는 표본을(N=3,318) 상으로 5년

뒤 25개 향요인이 매일흡연 행위를 예측하는가 여부를 조사

한 결과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거의 모든 예

측요인들이 5년 뒤의 매일 흡연 행위를 예측하는데 실패하 으

나, ‘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

던 중요한 변수들 중 하나 다(Park, 2006). 성격특성들 중

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향은 흡연을 포함하는 다양한 건강위

험행위의 시도와중요한연관성이있다(Horvath & Zuckerman,

1993).‘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새롭고

강렬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육체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위험도 감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인이 됨에 따

라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일생을 통하여 크게

변하지 않는다(Donohew, Palmgreen, Zimmerman, Har-

rington, & Lane, 2003). 흡연관련 연구의 어려움들 중 하나

는 부분의 흡연관련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Time-dependent characteristics)이 있으므로, 이들 변

수를 이용하여 미래의 흡연행위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이다. 하지만‘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향성’은 시간의 흐름에

크게 향을받지않고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

여 흡연시작 고위험군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

상자들의 4년간 흡연행태를 보면, 중학교 시기에 흡연시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수 학생이 흡

연행위를 시도하기 전인 초등학교 시기에‘위험한 행위를 즐기

는 경향성’을 이용하여 흡연시작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 집단

에 예방적 중재를 실시한다면, 고위험 집단의 흡연시작 위험성

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흡연시작을 성공적으로 예측한 다른 한 가지 요

인은 비행행위이다. Jessor, Donovan과 Costa (1991)는 흡연,

비행, 마약 사용 등의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동

시에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간의 문제행동

관여 수준은 생애 주기별로 다르다. 문제행동은 아동기에는 낮

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발생수준이 증가한

다. 문제행동에 관여하는 수준은 청소년 후기에 최고 정점에 다

다르며, 청년기로 전환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다. Jessor 등(1991)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에 관여하는 수준

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소년기 문제행동은 비정상보다는 정

상적인 발달과정의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Doherty, Green과 Ensminger (2008)는 청소년기 비행이

중년기 약물(마리화나와 코케인) 사용을 성공적으로 예측함을

증명하 다. 담배가 약물의 한 종류로 분류됨을 고려하면(Jes-

sor et al., 1991), 비행은 흡연의 결과요인보다는 원인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다수의 청소년 상 선행연구들에서 비행

행위는 청소년 흡연행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 흡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함을 증명하 다(Tyas & Pederson, 1998). 본

연구에서 이용된 비행행위는 청소년기가 아닌 아동기에 측정되

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의 문제행동의 발생은 보편

적이지 않으므로(Jessor et al., 1991),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발달과정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문제행동의 시도 수준보다 심각

한 수준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

다고 여겨진다. 비행행위의 중재는 이후 흡연시도 위험성까지

도 낮출 가능성이 높으므로(Tyas & Pederson, 1998), 초등학

교 시기의 비행행위에 관한 중재 또한 흡연예방 측면에서 강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하여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종

단적 설계모형을이용하여흡연과그유발요인과의인과관계탐

색이 가능하 다. 둘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

년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표성을확보할수있었다. 셋째, 정보수집 상자로해당학생

뿐만아니라 이들의 부모까지 포함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

다(NYPI, 2008). 그 결과, 정보 수집의 정확성을높 다.

본연구는두가지제한점을가진다. 첫째, 이차자료분석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에 제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즐기는 경

향성은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자기통제력은 완전한 도구가

아닌 일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학령기 및 청소년 초기 흡연행태와 흡연시작에 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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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통제력의 타당도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또한 두 문항 이상으로 구성

된 변수들은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이용하여 신

뢰도 수준을 조사하 다. 둘째, 종속변수인 흡연시작 변수는

흡연행위의 직접 측정이 아닌 자가보고에 의한 정보에 근거하

여 정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흡연행위는 직접 측정한 것

만큼 정확하지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흡연을 시도하는 학

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과 흡연의 위험성이‘위험행위

를 즐기는 경향성’이 높은 초등학생들에게서 유의하게 증가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집단을 상으

로 한 흡연관련 중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특히, 흡연 예방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이

므로, 이 시기에 흡연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함을 의

미한다. 흡연중재와관련해서는‘위험행위를즐기는경향성’조

사를 통하여 흡연 시작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선별이 가

능하고 비행행위 중재를 통하여 이후 발생 가능한 흡연시도의

위험성까지 낮출 수 있으므로, 흡연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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