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9(1), 2003 1 57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은 여러 유형의 긴

장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각 물질흡입 등을 사용함으로써

약물남용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문화관광부 한국 마( , 2001;

약퇴치 운동본부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신체적 발육이, 1998a).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조직의 손상을 야기시키

며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지고 성행위 참여 자살시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

수 있는데고복자 김헌수와 박인철 이숙자( , 1991; , 1989; ,

최순영 등 등 최근에는1996; , 1996; Burge , 1995; Finke , 1996),

청소년층의 확산과 여자 청소년에서 술이나 약물사용이 증가하

는 등 약물사용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김헌수 등 백( , 1988;

명기와 민병근, 1981; 차동순, 2000; Bauman & Phonsavan,

1999; 등Kandel , 1997; Lindenberg 등, 1998; Miller, 1997 하).

지만 청소년 약물 문제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이에 대

한 대처방안 역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여러 기관 대중매체가 합심하여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건

강 사회 법률상의 부작용과 일단 약물복용이 된 후에 약물, ,

끊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예방

이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 , 1998b),

소년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서구의 경우 년대부터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약. 1960

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인 계몽을 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해서 수년간

교육계와 사회각계에서 노력해 왔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주왕기( ,

1996).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 중심의 교

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고 학습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요구를 사정하여 청소년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약물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독립적,

인 보건과목으로 신설하여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약물남용,

예방교육 내용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약.

물남용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약물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방프로그램,

에 포함되는 정보나 지식은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수준과 정

서적인 발달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민영숙( , 1999).

그러나 약물남용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실태와 원인 분석에 치중되어 있어 약물교육이나,

예방에 관해서는 부족하며민영숙 약물 교육에 관한( , 1999),

연구에서도 또래집단 활용박성혜 등 이나( , 1990; Black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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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적 개입김혜란 등 문헌고찰에 관한 연구 약( , 1994) ,

물 남용자의 재활프로그램장진경 과 약물남용 예( , 1999, 2000)

방교육 후 지식이나 태도를 확인하는 연구김소야자 등( , 1999;

차현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약물남, 1997) .

용 예방교육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위주의 내

용이 대부분으로 교육내용의 체계성과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

어 그 교육의 효과가 적으며주왕기 최순영( , 1996; , 1996;

전문적 약물남용 예방교육자의 개발이Smart & Fejer, 1974),

나 교육을 당담할 교수요원의 확보 등이 미비하여김길춘( ,

청소년이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약물남용1998),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천 가능한 예방대

책들을 모색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복자( ,

민영숙 조학래1991; , 1999; ,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평생건강관리 체계의 구축과

수요자 중심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공급체계 구축 등

의 보건의료 발전계획황나미 에 발맞춰 청소년 약물남( , 2002) ,

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

학생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분석하기로 하

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약물남용 지식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남,

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확인하는 서술

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고등

학생이었다 자료수집은 년 월 일에서 월 일 까지. 1999 6 1 6 10

부산시 개구 교육청별로 각 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한6 1

후 각 학교별로 개 학급을 임의 선정하였으며 각 고등학교2 ,

의 학교장에게 사전허락을 받은 뒤 양호교사를 통하여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시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응답하는 요령을 설명하여 구조

화된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

분이었으며 총 부의 질문지 중에서 문항에 무응답이 많거495

나 불성실한 부를 제외한 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15 480 .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대상자의 특성 약물관련 특,

성 약물남용 지식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로 구성되어 있, ,

으며 대상자의 특성 문항 약물관련 특성 문항 약물남용, 4 , 8 ,

지식 문항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문항으로 총 문항54 , 8 74

으로 구성하였다.

약물남용 지식 도구는 김소야자 등 의 도구를 수정 보(1993)

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지 약물의 용도 의존성 내성 금, 12 , , ,

단 남용 중독 합병증 약물관련 법에 관한 내용으로 총, , , , , 54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또는 모. ‘ ’, ‘ ’, ‘

르겠다에 표시하게 한 후 정답에만 점을 배점하였으며 점’ 1 ,

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 지식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도구는 문헌고찰김소야자 등( ,

박성혜 정연옥 최순영 을 통해 본1993; , 1990; , 1999; , 1996)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14 .

항은 매우 그렇다 점 약간 그렇다 점 별로 그렇지 않다‘ ’ 3 , ‘ ’ 2 , ‘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1 , ‘ ’ 0 ,

수록 약물남용예방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간호학 교수 명 양호교사 명2 , 2

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높였으며, ,

신뢰도 점수는 약물지식 조사도구에서 약물Cronbach =0.92,α

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조사도구에서 이었다Cronbach =0.97 .α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SPSS win 10.0

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약물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을 산출하고 대상자의 특성 및 약물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남,

용 예방교육 요구도 차이는 검정 또는 일원 분산분석으로t

분석하였으며 일원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에,

는 각 집단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Scheffe .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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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관련 특성은 표 표< 1-1>, <

와 같다1-2>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N=48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성 별 남
여

222

258

46.2

53.8

학 년 학년1

학년2

학년3

77

128

275

16.0

26.7

57.3

학교성적 상
중
하

62

372

46

12.9

77.5

9.6

학교생활 즐겁다
보통이다
싫다

241

172

67

50.2

35.8

14.0

표 대상자의 약물관련 특성< 1-2> N=48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학교 교육경험 있다
없다

230

250

47.9

52.1

학교외 교육경험 있다
없다

38

472

7.9

92.1

교육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 중등+

37

155

38

7.7

32.3

7.9

교육자** 양호교사
보건과목교사
일반교사
초청강사
기타

140

65

25

11

38

29.2

13.5

5.2

2.3

7.9

교육중요성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않다

329

115

36

68.5

24.0

7.5

약물경험 있다
없다

169

311

35.2

64.8

교육방법** 시청각
강의식
토론식
탐구학습

206

53

19

6

42.9

11.0

4.0

1.3

지식원** 라디오TV,

신문 잡지,

홍보 책자
교 사
부 모
친 구
전문서적

257

152

105

61

47

34

11

53.5

31.7

21.9

12.7

9.8

7.1

2.3

교육경험자만 응답*

다중응답**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46.2%,

이었으며 학년은 학년 학년 학년53.8% , 1 16.0%, 2 26.7%, 3

이었고 학교성적은 중간이라고 인식한 학생이 로57.3% , 77.5%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은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이 로, 50.2%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약물관련 특성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

이 이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약물 교육은 받은 경우가47.9% ,

이었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시기로는 중학교 로 가장7.9% . 32.3%

많았으며 약물남용 예방 교육자는 양호교사 이었으며, 29.2% ,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이상68.5%

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약물경험으로 마약 환각제 흡입제 각성제 수면제 안정제, , , , , ,

진해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술 담배 등을 사용한, , , , ,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가지 약물 중에서 가지 이상의 약물, 12 1

을 경험한 학생이 이었다 약물 교육 방법은 비디오 슬35.2% .

라이드 등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로 가장 많았42.9%

으며 강의식 토론식 탐구학습 순이었다, 11.0%, 4.0%, 1.3% .

약물에 관한 지식 정보원으로는 와 라디오 로 가, TV 53.5%

장 많았으며 신문과 잡지 포스터와 팜플렛 등 홍보책, 31.7%,

자 교사 부모님 친구 전문서적21.9%, 12.7%, 9.8%, 7.1%,

의 순이었다2.3% .

약물남용 지식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약물남용 지식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는 표<

2-1>, 표 와 같다< 2-2> .

표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정도< 2-1> N=480
특성 구분 문항수 M±SD 정답률(%)

약물종류 마약
환각제
흡입제
각성제
수면제
안정제
진해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술
담배

4

3

4

5

5

5

4

4

4

4

5

3

1.55± 1.20

1.19± 0.86

1.66± 1.33

1.24± 1.44

1.14± 1.33

1.09± 1.43

0.66± 1.27

1.25± 1.08

0.50± 1.11

0.61± 1.17

1.92± 1.67

1.57± 1.12

38.8

39.7

29.8

24.8

22.8

21.8

16.5

31.3

12.5

15.3

38.4

52.3

문항영역 약물용도
의존성
내성
금단
남용성
중독
합병증법규,

9

11

12

9

2

7

4

2.16± 2.06

3.24± 2.53

3.12± 3.04

2.10± 2.15

1.18± 0.85

2.53± 1.89

1.88± 1.38

24.0

29.5

26.0

23.3

59.0

36.1

47.0

전 체 54 15.42±10.38 28.6

정답률 각 항목별 총점에 대한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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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문항별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2-2> N=480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여러 가지 약물의 정확한 명칭1.

여러 가지 약물의 의학적 용도2.

여러 가지 약물의 의존성3.

여러 가지 약물의 독성4.

약물남용에 대한 잘못된 생각 등5.

약물남용자의 특성6.

청소년 약물남용 폐해7.

마약류 규제 관련 법령8.

약물남용과 관련된 단체나 상담기관9.

약물 거절 훈련자아존중감 증진10. ( )

약물 거절 훈련자기주장기술11. ( )

약물 거절 훈련폭력행동 조절12. ( )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 기술13.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안14.

1.28± 1.11

1.44± 1.10

1.36± 1.09

1.51± 1.13

1.39± 1.10

1.37± 1.12

1.40± 1.13

1.23± 1.09

1.12± 1.06

1.27± 1.12

1.28± 1.11

1.28± 1.12

1.66± 1.20

1.72± 1.17

전체 19.59±13.29

대상자의 약물남용 지식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물종류

별 문항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균을 구한 뒤 정답률을 산출하,

였다 전체 대상자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정도는 평균. 15.42

점이고 정답률은 이었다, 28.6% .

약물 종류별 지식의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은 담배 52.3%

로 가장 높았으며 환각제 마약 의 순이었다 지, 39.7%, 38.8% .

식정도가 낮게 나온 것은 항히스타민제 로 가장 낮았으12.5%

며 이뇨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치료적 약물에 대한, 15.3%

지식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영역별 지식의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은 남용 로59%

가장 높았으며 합병증과 법 의존성 의 순이었다, 47%, 29.5% .

금단증상은 로 지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3% .

전체 대상자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점수는 평균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는 건19.59 , ‘

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알고싶다 점으로 가장’ 1.72

높게 나타났으며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 기술에 대해 알고싶, ‘

다 점 여러 가지 약물의 독성에 대해 알고싶다 점’ 1.66 , ‘ ’ 1.51 ,

여러 가지 약물의 의학적 용도에 대해 알고싶다 점 순이‘ ’ 1.44

었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점수가 낮게 나온 문항은 약물‘

남용과 관련된 단체나 상담기관에 대해 알고싶다 점으로’ 1.12

가장 낮았으며 마약류 규제 관련 법령에 대해 알고싶다, ‘ ’

점 여러 가지 약물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 알고싶다1.23 , ‘ ’ 1.28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예방

교육 요구도를 비교하면 표 표 와 같다< 3-1>, < 3-2>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3-1>
비교 N=480

특성 구분
교육요구도
──────
M±SD

t or F P
Scheffe

test

성별 남
여

18.84±14.28

20.21±12.40
1.212 0.271

학년 학년1

학년2

학년3

20.03±12.46

19.35±13.86

19.57±13.31

0.061 0.941

학교성적 상
중
하

20.49±12.59

19.85±13.02

16.56±2.560

1.593 0.204

학교생활 즐겁다
보통이다
싫다

20.90±12.84

17.47±12.79

20.57±15.55

3.400 0.034* ,①③＞②

*p<0.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비교

하면 학교생활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 (P=0.034) ,

정에서 학교생활이 즐겁거나 싫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

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예방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그 외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약물관련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비

교하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약물남용 예방교(P=0.000),

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와 약물 교육방법에(P=0.000)

서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가지 이상의 방법1 3

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P=0.020)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외 교육 경험 교육시기. , ,

교육자 약물경험과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바

람직한 대책은 청소년이 약물에 몰입하기 전에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약물남용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며고복자 민영숙 전병현( , 1991; , 1999; ,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약물남용 예방교육의2000; , 1998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의 능력을 활

용하고 학습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상자의 교육

적 요구도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현황으로,

학교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이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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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학교외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은 에 불과하였7.9%

다 학교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은 선행연구인 최은영. (1993)

의 연구에서 이숙련 의 연구에서 최순영83.1%, (1995) 66.8%,

의 연구에서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996) 72.9% ,

길은미 의 연구에서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1994) 34.3%

났다 본 연구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 시기는 중학교 때.

교육을 받았거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32.3% ,

은 경우도 이하이고 고등학교에서 회의 약물남용 예방40% , 1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는 약물, 68.8%

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일부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개의 고등학교에서도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거의1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

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자의 약,

물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약물경험은 마약 환각제 흡입제 각성제 수, , , ,

면제 안정제 진해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술 담배, , , , , , ,

등의 가지 약물 중에서 가지 이상의 약물을 경험한 학생12 1

을 조사하였는데 이었다 이는 정연옥 의 연구에서35% . (1999) 7

가지 약물 경험율 보다는 낮게 나왔으나 여러 선행연구45.2% ,

에서 조사한 약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약물남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약물경험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방법은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정연옥 와도 유사한 결과( , 1999)

이다 약물에 대한 정보는 가 라디오를 통해. 53.5% TV, ,

는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하였는31.7%

데 선행연구은종영 박충선 등 에서도 청, ( , 1997; Brook , 1993)

소년이 약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자원으로 가 가TV

장 많고 다음으로 신문 잡지의 순이었다 따라서 빠르고 다, , .

양한 정보를 추구하는 현대의 청소년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

교육의 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지식정도에서 정답률,

은 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약28.6% .

물지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소야자 의 연구(1991)

에서 박영숙 의 연구에서 길은미 의51%, (1991) 51.5%, (1994)

연구에서 정연옥 의 연구에서 보다 매우 저56.1%, (1999) 63.3%

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인문계 고.

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전에,

받았던 약물예방교육을 통해서는 약물남용 지식의 습득에 영

향을 주지 못하였거나 대상자가 지식의 정답과 관계없이 막,

연하게 갖고 있는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응답한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약물종류별 지식정도는 담배에 대한 지식정도가,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경우 음주와 다52.3% .

른 약물 사용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약물로 작용하gateway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등 담배에 대한 지식(Torabi , 1993),

이 많다는 것은 청소년이 담배에 대한 관심 정도를 반영한

표 대상자의 약물관련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비교< 3-2> N=480
특성 구분

교육요구도
───────────

M±SD
t or F P

Scheffe

test

학교 교육경험
있다
없다

22.10±12.98

17.22±13.17
16.049 0.000**

학교외 교육경험
있다
없다

23.32±13.43

19.41±13.24
2.955 0.086

교육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 중등+

25.59±12.31

21.38±13.84

22.11±13.84

1.587 0.207

교육자
양호교사
비 양호교사

22.28±13.46

21.11±12.32
0.453 0.501

교육중요성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21.25±12.74

15.31±13.18

12.64±14.54

11.977 0.000** ,①＞②③

약물경험
있다
없다

20.75±13.86

18.95±12.95
1.926 0.166

교육방법
가지 방법1

가지 방법2

가지 방법 이상3

20.77±12.72

24.41±13.92

31.60±12.69

3.976 0.020* ③＞①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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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한다 선행연구차현숙 한국마약퇴치 운동. ( , 1997;

본부 의 약물사용 실태 조사에서도 담배의 사용이 술, 1998c)

사용 다음으로 두번째 높은 비율을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할때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별도의 흡연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외 약물남용 지식정도가 높게 나온.

약물의 종류는 선행연구에서 각성제박영숙 마약길은( , 1991), (

미 환각제정연옥 등 달랐는데 이는 표집한 대, 1994), ( , 1999) ,

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와 조사한 약물의 종류가 각 연구마

다 상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요구하는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점수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안 분노와 스트레스‘ ’, ‘

조절 기술 약물의 독성 등에서 높게 나왔고 약물남용과’, ‘ ’ , ‘

관련된 단체나 상담기관 마약류 규제 관련 법령 약물의’, ‘ ’, ‘

정확한 명칭 등은 낮게 나왔다 즉 현대의 청소년은 지식전’ .

달의 약물남용 예방교육보다는 건강증진방안이나 분노와 스트

레스 조절 등에 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와 약물 단체에서 제시한

약물남용 예방교육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Collins

등 은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내용으로 장 단기 위험요인(1995) ,

의사결정 약물사용 후의 효과 약물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 , ,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와, Dusenbury

는 성공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결Falco(1995)

과를 기초로 하고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야 하며 학생들에, ,

게 약물사용이나 부작용의 영향 폭력행동 조절 자아 존중감, ,

증진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동료의, , ,

약물사용에 대해 거절하는 자기 주장훈련 신체 건강유지 증,

진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

국립 약물남용연구소 에서는 청소년 약물예방 프(NIDA, 2002)

로그램은 약물남용의 보호요소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감소시

키는 방안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

램의 내용으로는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 자기주장 등 사회성, ,

의 향상을 교육하여야 하며 약물저항기술을 문화적 발달적,

특성에 맞게 교육하여야 하고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증진하,

여야 하며 약물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의 한국마약퇴치본부 에서는. (1998b)

고등학생을 위한 약물예방 교육의 목표로 약물사용의 위험을

알 것 약물사용이 장래의 교육 직업 건강 자손에게 미치는, , , ,

영향을 알 것 또래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 ,

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청소년에게 영향을' ' ,

미치고 그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 청,

소년 자신의 책임있는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이해할

것 건전한 대처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긍정적인 자존감, ,

을 개발할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에, (2001)

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교육을 위해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성장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과는 다른 접

근 방법을 취해야 하며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에 따라 차별, , ,

을 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비,

교에서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이 즐겁거나 싫다고 응답한 한,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

구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생활이 즐거운 학생 뿐만 아니.

라 싫다고 한 학생들도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의 내용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약물남,

용 지식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정연옥 의 연구에(1999)

서 여학생의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과 박영숙 의 연(1991)

구에서 학년에 따라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대.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관련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 비교에서는 학

교교육을 받은 경우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경우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연옥 의 연구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1999)

식하는 경우 약물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있어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방법.

에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약물남용 예3

방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청.

각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안(

대순 각종 사진 슬라이드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 1997), ,

용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통해 청소년이 흥미를 갖고 자발

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약물남

용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약물에 관련된 지식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교육의 중요성 강조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 대상, ,

자가 요구하는 건강증진 방안이나 스트레스 조절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

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년 월 일에서 월 일 까지 부산 시내1999 6 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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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6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에서 총,

부를 분석 처리하였다480 .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약물관련 특성으로 학교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은 이었으며 학교외 약물남용 예방교육을47.9% ,

받은 학생은 이었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시기로는 중7.9% .

학교가 로 가장 많았다 약물남용예방 교육자로는32.3% .

양호교사 이었으며 대상자의 이상이 약물남용24.2% , 68.5%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가지 이상의 약물을. 1

경험한 학생은 이었다 약물 교육 방법은 와 슬라35% . VTR

이드 등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로 가장 많았42.7%

으며 약물에 관한 지식원은 와 라디오 로 가장, TV 53.5%

많았다

대상자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점수는 정답률 로 나28.6%∙

타났다 약물종류별 지식점수에서 담배 로 가장 높. 38.4%

았으며 문항영역별 지식점수에서는 남용 로 가장 높, 59%

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는 평균 점이었으19.59∙

며 문항별 요구도 점수에서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안, ‘ ’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1.72 , ‘

기술 점 여러 가지 약물의 독성 점 여러 가지’ 1.66 , ‘ ’ 1.51 , ‘

약물의 의학적 용도 점 순이었다’ 1.44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약물관련 특성과 약물남용 예방교,∙

육 요구도 비교에서 학교생활이 즐겁거나 싫다고 한 경우

학교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P=0.034), (P=0.000),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P=0.000),

가지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약3 (P=0.020)

물남용 예방교육요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는 첫째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도를 근거로 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안과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 기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물 교육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이 약물남용 예방. ,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양한 시청각 자료 및 홍보 책자 개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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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basic data of a more effective drug free education program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needs of drug and health education in the adolescent.

Method: The study subjects were 480 students from six high schools in Pusa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etween June 1 and June 10, 1999.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in SPSS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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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The scoring rate of knowledge for drug abuse of the subjects was 26.8%. For the scores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type of drug, cigarettes were the highest at 38.4%, and for the scores of knowledge according to

items, the abuse part was 59%, also the highest. The needs of drugs and drug education for the subjects had an

average of 19.59. For the score of needs according to the items, plans to maintain and improve health was 1.72,

the highest, methods to control anger and stress was 1.66, toxicity of drugs was 1.51, and medicinal use of drugs

was 1.44.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characteristics relating to drugs, and the comparison of needs

of drug education, consisted of students who said they liked or disliked their school life, those who have had drug

education at school, who having received drug education by various kinds of materials, all had high needs for the

educ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drug free education plans including plans to maintain and improve health on the

basis of the needs of drug education for the adolescent and other contents such as the methods to control anger

and stress are established. Development of various kinds of audio-visual materials, publicity booklet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parents etc. are needed in order to make the adolescent have an interest in drug free

education, and recognize its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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