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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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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 Self-esteem and Smoking Cessation Self-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 on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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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 program to improve self-esteem and smoking 
cessation self-efficiency on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smoking cessation self-efficiency, amount 
of smoking, cotinine in urine, and carbon monoxide while exhalation.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quasi-experimental pretest and posttest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methodological comparison study. The 
subjects were 45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Exp.=22, Cont.=23) in U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9 to December 7, 2010,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12.0 program by frequency, Mann-Whitney test,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Willcoxon signed rank test. Results: After the treatment, those belonging to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self-esteem and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and also 
showed decreased amount of smoking, cotinine in urine, and carbon monoxide while exhal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self-esteem and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improvement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steem and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and in diminishing the amount of smoking, 
cotinine in urine and carbon monoxide while exhalation. Therefore, this program is recommended as a smoking 
cessation strategy for smoki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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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병과 조기사망의 원인(The American Cancer Society, 

2003)이 되며, 흡연 관련 질환은 사회, 경제적 손실과 의료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MHWFA], 2008). 특히 청소년시기의 흡연

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아 세포 및 조직에 

치명적인 피해와 손상을 가져오며(Pavanello & Clonfero, 

2000), 2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사망률이 18.7배에 이르며 니코틴 의존도 또한 더 

커지게 되어 성인이 되어 금연하기가 더욱 어렵다(Chung 

& Nam, 2001). 또한 정기적인 흡연을 하는 청소년은 다른 

약물사용의 위험 또한 더 높아 성적, 폭력적 사고와 같은 각

종 비행 사고를 유발 하게 되어(Kim & Kim, 2002) 사회적

인 문제는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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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

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2008년 21.9%까지 감소하였

으나 2009년 12월 23.3%로 증가하였으며(Korean Associ-

ation of Smoking and Health [KASH], 2009). 남자 고등학생

의 경우도 2005년 15.7%까지 감소하였다가 2008년 18.1%

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

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KASH, 2008). 또한 우리나라 청

소년의 흡연시작 연령은 2006년 12.4세로 5년마다 한 살 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ASH, 2008) 청소년 초

기에 흡연을 시작한 성인 흡연자들이 매일 흡연자가 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

지며, 흡연이나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위가 시도될 가능성

이 높다(Brady & Donenberg, 2006).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흡연을 시작하고 규율에서 벗

어나고 싶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흡연을 하는데

(Soroor, Alireza, Said, & Siencehole, 2005), 청소년들의 

흡연에는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및 생물학적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다(Collins & Ellickson, 2004). 여러 연구

들(Choi & Yang, 2005; Kim, 2003; Park, 2001) 에서 흡연 

청소년들은 비 흡연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

능감이 낮으므로 이들의 금연을 증가시키고 흡연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주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고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이러한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금연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으로 흡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키고 금연의지를 높여 금연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36.8%가 연평균 학급당 금연교육 시간이 1시간 이하

로(Kang & Kim, 2005) 정규 교과과정 안에서의 금연교육

의 실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흡연하는 고등학생 중 78.5%

가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한 Choi (2001)의 연구와 같이 대

부분의 흡연 청소년들은 금연할 의사가 있으나 스스로 금

연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학, 근신, 체벌, 훈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흡연 청소

년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불량 학생이

라는 낙인을 찍어 더욱 흡연을 조장하고 일탈행동으로 내

몰아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흡연청소년을 대상으

로 금연의지를 강화시키고 금연을 유도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금연 유도 프

로그램은 대부분이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단순한 정보전달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있어 청소년의 73.3%가 금

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한 Lee (2003)의 연구결과가 나타나

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키지는 못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흡연

예방과 금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제공 위주의 금연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지행동적인 전략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llis (1962)의 인지, 정서, 행동치료란 인간이 일상생활

에서 겪는 정서적 갈등은 왜곡된 지각 때문이라는 가정에

서 비합리적인 관념과 생각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바꿔

주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흡연청소년들은 자신

의 왜곡된 감정과 생각을 정화할 수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

기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흡연소년들에게 인지행동

요법을 수행한 연구로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

동요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Jang, 2005; Kim, 2003; 

Oh, 2003), 흡연에 관한 지식, 태도의 변화연구(Jung, 2002), 

남자 중학생(Choi, 2010)과 여자 중학생(Shin, 2003)의 자

아존중감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흡연하는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요법

을 수행하여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하

거나 실제 흡연상태의 파악을 위한 소변 내 코티닌이나 호

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 전문계고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

로 자아존중감과 금연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금

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금연 자기

효능감, 흡연량, 소변 내 코티닌 및 호기 중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



 Vol. 22, No. 2, 201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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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소변 내 코티닌, 호기 중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고

등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소변 내 코티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호기 중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1.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2.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금연 자기효능

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3.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1일 평균 흡연

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4.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소변 내 코티닌 

수치가 낮을 것이다.

가설5.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호기 중 일산화

탄소 수치가 낮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8주간의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량, 소변 내 코티닌 및 호기 중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Figure 1).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U시에 위치한 일개 전문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3월부터 9월까지 교내 흡연으로 2회 이상 생

활지도부에 적발된 학생 48명을 잠정적인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이들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총 45명 중 홀수 학급의 22명

을 실험군으로 배정하고 짝수학급의 23명을 대조군으로 임

의배정 하였다. 연구참여 학생 중 실험군은 매주 화요일 5, 

6교시에 8회기의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본 연구과정이 완료된 

후인 12월부터 연구자가 8회기의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8주에 걸쳐 총 8회기의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아존중감, 금

연 자기효능감 및 흡연량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소변 내 코티닌과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사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 (SES)를 Kim (199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Ye1 X Ye2

Control group Yc1 Yc2

X=program of self -esteem & smoking cessation self efficacy 
improvement; Y=self-esteem, smoking cessation self efficacy, 
smoking amount, urine cotinine & Carbon monoxide.

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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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 5점으로 계산한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5

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1995)의 연구에서 Cron-

bach's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705

이었다. 

2)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자기효능감은 Shin (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계산한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4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Shin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44이었다.

3) 흡연량

대상자의 흡연 량은 금연교육 하루전날의 24시간동안 피

운 담배의 총 개피를 말하며 꽁초를 피운 경우에도 1개의 개

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4) 소변 내 코티닌 검사

소변 내 코티닌은 NicCheck
TM

Ⅰ시험지(Mossman Asso-

ciates Inc)를 이용하였다. NicCheckTMⅠ시험지는 검사 후 

14단계의 분홍색 중 한 가지 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시험지

의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체내 니코틴 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3단계는 체내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상태, 4~6

단계는 체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상태, 7~10단계는 체내 

니코틴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 11~14단계는 거의 중

독 상태를 나타낸다. 

5) 호기 중 일산화탄소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Micro CO Meter (Micro medical 

Limited, 200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사법은 숨을 깊

이 들이마신 후 20초간 참았다가 7~10초간 천천히 내쉬는 

숨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폐포 내 일산화탄소 농도와 혈액 

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농도가 평형을 이룬 상태에

서 측정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측정범위는 0~100 ppm이며 

측정값은 기계의 액정화면에 나타난 ppm 수치를 읽는다. 

6)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8주간의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Ellis

(1962)의 인지, 정서 행동 치료이론을 근거로 Oh (2003)의 

인지 행동적 금연 프로그램, Jang (2005)의 금연 집단상담 

프로그램, Jung (2002)의 인지 행동적 금연 프로그램을 참

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대학원에서 상

담 심리학을 전공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인의 자문을 받

아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사고

과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

램으로 1회기는 ‘서로 알기’, 2회기는 ‘청소년기 특성 파악

하기’, 3회기는 ‘스트레스 대처하기’, 4회기는 ‘소중한 나’, 5

회기는 ‘생각 바꾸기’, 6회기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7회기

는 ‘강한 자기 만들기’ 8회기는 ‘비전세우기’로 구성되어있

다(Table 1). 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자와 정신보건 임상심

리사 1인이 1개 집단의 구성인원을 11명으로 하여 2개 집단

으로 나누어 매주 화요일 5, 6교시마다 1회기씩 8주 동안 총 

8회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이 두 집단으로 나

뉘어 두 중재자에 의해 운영되므로 각 집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일하도록 자세한 지침서를 사전에 충

분히 숙지하였고 각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두 중재자가 각 

회기의 내용을 미리 점검하여 두 팀의 프로그램이 일치하

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

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x2 test를 사

용하였으며, 종속변수들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 

Whitney test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검증

은 평균과 표준편차,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실험군이 남학생 63.6%, 여학생 

36.4%이었고 대조군은 남학생 65.2%, 여학생 34.8%이였

으며, 학년은 실험군이 2학년 54.5%, 3학년 45.5%이었고 

대조군은 2학년 56.5%, 3학년 43.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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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 of Program on Self Esteem & Smoking Cessation Self Efficacy Promotion

Session Subject  Content

1 To know each other
 

․ Program introduction 
․ Self-introduction 
․ Setting goals 

2 Figur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 ․ Understanding Adolescent characteristics 
․ O, X quiz 

3 How to deal with stress ․ Understanding one's stress
․ Making a 'stress burger'
․ Coping with stress

4 The precious myself
 

․ Finding one's strong point 
․ Wrecked ship game 
․ Remembering valuable moments 

5 To change what you think ․ Understanding weak points or dissatisfaction
․ Changing weak points into strong points 

6 How to escape temptation ․ Understanding the toxicity of tobacco
․ How smoking affects your health & income

7 How to be your strong self
 

․ Self exploration through psychodrama
․ Making an attempt to solve our problem

8 To establish the vision ․ Writing a letter to myself for the future
․ How to write a declaration to quit smoking.

다. 친구관계는 ‘좋은 편’이 실험군 59.1%, 대조군 65.2%이

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 경제수준은 

실험군이 ‘보통’이 72.7%, 대조군은 ‘보통’이 69.6%이였으

며, 성적은 하위권이 실험군 54.5%, 대조군 56.5%로 비슷

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실험군 68.2%, 대조군 

56.5%이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초의 

흡연 시기는 중학교가 실험군 86.4%, 실험군 87.0%로 비슷

한 분포를 보였고 정기적으로 흡연한 기간은 3년 이상이 실

험군 50.0%, 대조군 39.1%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많았으

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하였다(Table 2).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자아존중감은 평균점수가 실험군 3.43점, 대조군 3.42점

이었고 금연 자기효능감은 실험군 2.29점, 대조군 2.34점으

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흡연량은 실험군 9.73개비, 대조

군 9.35개비로 비슷하였다. 소변 내 코티닌은 실험군 4.50 

대조군 4.39이였으며 호기 중 일산화탄소는 실험군 4.64 대

조군 4.39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상에서 실험군과 대

조군의 자아존중감,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량, 소변 내 코티

닌 및 호기 중 일산화탄소 수치는 동질하였다(Table 3).

2. 가설검증

가설 1.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 전 3.43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3.99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690, p<.001) (Table 4).

가설 2.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금연 자기효

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한 결과 금연 자기효능감 점수 평

균은 프로그램 참여 전 2.29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2.84

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134, p=.002)

(Table 4). 

가설 3.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12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김 영 숙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N=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22)

Control
group (n=23) x2 p

n (%) n (%)

Gender Male
Female

14 (63.6)
 8 (36.4)

15 (65.2)
 8 (34.8)

 0.012 .912

Grade 2
3

12 (54.5)
10 (45.5)

13 (56.5)
10 (43.5) 

 0.018 .894

Relationship 
with friend

Good
Moderate

13 (59.1)
 9 (40.9)

15 (65.2)
 8 (34.8)

 0.180 .672

Economic state 
 

Upper
Middle
Lower

 1 (4.5)
16 (72.7)
 5 (22.7)

 1 (4.3)
16 (69.6)
 6 (26.1)

 0.069 .966

School record High
Middle
Low

 2 (9.1)
 8 (36.4)
12 (54.5)

 5 (21.7)
 5 (21.7)
13 (56.5) 

 1.997 .368

School life Satisfaction
Moderate
Dissatisfaction

 5 (22.7)
15 (68.2)
 2 (9.1)

 7 (30.4)
13 (56.5)
 3 (13.0)

 0.654 .721

Smoking onset Element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0 (0.0)
19 (86.4)
 3 (13.6)

 1 (4.3)
20 (87.0)
 2 (8.7)

2.824 .727

Smoking period 6 month~1 year
1 year~2 years
2 years~3 years
＞3 years

 2 (9.1)
 3 (13.6)
 6 (27.3)
11 (50.0)

 2 (8.7)
 7 (30.4)
 5 (21.7)
 9 (39.1)

1.870 .600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5)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22)

Control 
group (n=23)  Z p

 M±SD  M±SD

Self-esteem 3.43±0.44 3.42±0.46 -0.182 .856

Smokingcessation self-efficacy 2.29±0.57 2.34±0.49 -0.162 .871

Amount of smoking (piece/day) 9.73±3.65 9.35±5.67 -0.375 .708

Urine cotinine 4.50±1.99 4.39±2.02 -0.196 .845

Carbon monoxide 4.64±3.65 4.39±3.16 -0.149 .881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1일 평균 흡

연량이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한 결과 흡연량의 평균은 프로그

램 참여 전 9.73개피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7.82개피로 감

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247, p=.001) (Table 4). 

가설 4.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소변 내 코티

닌의 수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한 결과 소변 내 코티닌 수치 평균

은 프로그램 참여 전 4.50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2.18점

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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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Assessment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Groups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Z p
M±SD  M±SD

Self- esteem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3.43±0.44 
3.42±0.46 

3.99±.47
3.49±.49

-3.690
-1.065

＜.001
.287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2.29±0.57 
2.34±0.49 

2.84±.35
2.35±.42

-3.134
-0.283

.002

.777

Amount of smoking (piece/da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9.73±3.65
9.35±5.67

7.82±3.65
9.52±5.48

-3.247
-1.633

.001

.102

Urine cotinin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4.50±1.99
4.39±2.02

2.18±2.32
4.48±1.99

-3.604
-0.632

.000

.527

Carbon monoxid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4.64±3.65
4.39±3.16

3.05±2.63
4.65±3.07

-3.078
-1.186

.002

.236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604, p<.001 )

(Table 4). 

가설 5.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호기 중 일산

화탄소의 수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한 결과 호기 중 일산화탄소 수치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 전 4.64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3.05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078, p=.002)

(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일 지역 전문계고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아존중감과 금연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금연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금연 자기효능

감, 흡연량, 소변 내 코티닌 및 호기 중 일산화탄소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먼저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험군의 자

아존중감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 행동적 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Choi

(2010)의 연구와 여중생을 대상으로 인지 행동적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이 증가된 Shin (2003)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

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인식하게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왜곡된 생각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에 대한 격려와 

지원의 피드백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중요한 영역에서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하고 타인과 비교되는 상황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한다(Choi, 2010)고 한다. 따라서 흡연 청소년의 금연

을 위해서는 흡연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

적인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 내에

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을 통하여 실험군의 금연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지 행동적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남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고 한 Jee

(2009)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고 한 Oh

(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행동 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가 긍정적이면 자신의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며 어떤 행동을 지속시킨다

(Lee, Kang, Lee, & Lee, 2001)는 것을 고려할 때 대상자들

이 본 프로그램의 흡연으로 인한 손, 익 계산과정을 통해 흡

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성공한 자신의 미래를 그

려봄으로서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흡연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의 

계획 시에는 흡연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고 

자기효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

그램을 적용한 후 실험군의 일일 흡연량이 감소하여 프로

그램이 흡연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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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고등학생의 흡연양이 감

소하였다는 Oh (2003)와 Kim (2003)의 연구와 자아존중감

이 증가한 여중생의 흡연량이 감소하였다는 Shin (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흡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금연 자기효능감 향상이 그들이 금연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의 흡

연행동은 성인보다 가변성이 높아 프로그램 실시 직후의 

흡연량 변화와 금연성공률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흡연청소년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

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업 성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흡연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금

연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관심

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

그램을 통하여 소변 내 코티닌 수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감소되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금연 프로그램이 대

상자의 소변 내 코티닌 수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 행

동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자 중학생의 소변 내 코티닌 수

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였다는 Jee (2009)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들의 자아존중감과 금연 자기조절 효능감이 강화되어 흡연

량이 감소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생각되며 또 대상자

들이 자신의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정도와 소변 중 코티닌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흡연의 피해를 직접 느

끼게 되고 이로 인해 금연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도 사료된

다. 대부분의 금연 프로그램은 효과 측정 시 교육직후 대상

자의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Lee, 2005).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는 실재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이나 소변 내 코티틴 검사결과와 

차이가 있어 바람직한 흡연율 조사방법이 아니라는 선행연

구(Shin, 2003)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NicCheckTMⅠ

시험지를 이용하여 소변 내 코티닌 농도를 확인하였고, 

Micro CO Meter를 이용하여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

정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흡연정도를 확인한 것은 매

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현장에서 

흡연 청소년들의 금연을 유도할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제작하여 적용하기 쉽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즉 프로그램

의 적용에 있어 흡연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손쉽게 사용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키고 비

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간호 연구 면에서 흡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금연 자기

효능감 같은 정서적, 인지적변인의 측정 뿐 만 아니라 소변 

내 코티닌, 호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 같은 생리적 변인을 측

정하여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

는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

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

량, 소변 내 코티닌, 호기 중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방법은 U시의 일개 전문계고에 재

학 중인 학생 중 3월부터 9월까지 교내 흡연으로 2회 이상 

생활지도부에 적발된 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45명(실험군= 22명, 대조군=23명)을 대상으로 총 8회

기의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

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

로 자아존중감,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량, 소변 내 코티닌,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

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x2 

test,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의 프로그램 적용효과 검증은 평균과 표준편차,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z=-3.690, p<.001).

가설 2.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금연 자기

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z=-3.134, p= 

.002). 

가설 3.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1일 평균 흡

연량이 감소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z=-3.247, p=.001). 

가설 4.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소변 내 코

티닌의 수치가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z=-3.604,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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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호기 중 일

산화탄소의 수치가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z= -3.078, 

p=.002).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흡연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금연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흡연량, 소변 내 코티닌,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학교 정규수업 시간 내에 고등학생들의 흡연을 예방

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흡연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인식하

게 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

는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 내에서 계획되고 지속적으

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흡연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수행 시 흡

연 청소년들이 흡연 유혹 상황에서 금연을 동기화 할 

수 있는 자기조절 전략이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 흡연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실시 직 후 효과뿐만 아니라 지속적 효과를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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