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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가장 급격한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

심한 갈등과 정서적 혼란을 겪게되는 과도기이기도 하며 자,

신의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인생의 의미 우정, ,

자아개념 및 동료집단과의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생의 한 과정이다윤진 김인경 편역 특히 청소년기는( , , 1988).

친구집단과의 관계가 구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변친,

구들의 부정적인 압력 또는 영향에 자극을 받기 쉬운 시기이

다민병근 이길홍( , , 1976).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대중매체나 컴퓨

터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청소년문화는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

년들에게 흡연 및 약물남용 문화까지 확산되는 부정적인 영

향을 가져왔다한선희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의 급( , 1998).

속한 증가는 최근 우리나라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특히 세 세 연령의 흡연률은 년에 수준이15 - 19 1980 20%

던 것이 최근 이상으로 두배이상 증가하였다지선하40% ( ,

1999).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주된 영향은 심장질환과 폐암이며

그 외에도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소화, ,

기 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니코틴에 의한 약물학적.

및 습관 환경등에 의한 의존성이 문제시되고 있다금동우, ( ,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는 경우 성인기에 시작하는 것1988).

보다 니코틴 중독에 깊게 빠질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골수 성,

장력이 억제되고 폐의 성장 및 폐기능이 저하되며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증가된다 또(CDC, 1994).

한 흡연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흡연

청소년끼리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술이나 약물을 탐닉하게

되어 자제능력을 상실한 채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최혜영( , 2000).

일단 흡연이 습관화되면 교정이 어렵고 젊은층일수록 흡연

으로 인한 유해영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므로 금연률이

낮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도( , 1988).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 심각하80 - 90% “

게 해롭다 고 대답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은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금연운동 협의회( , 1995).

심각한 조기흡연 피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중 장년기에,

이르렀을 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될

것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우리

나라 보건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구체적

인 대처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흡연 관련요인은 사회적 환. ,

경적 심리적 및 경제적 요소들이 생물학적 요인과 상호작용,

하여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생물학적인 변수로는 니코틴의 약.

리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친구 부모 형제, , ,

대중매체 경제문화적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심,

리적 요인으로는 흡연시작동기 흡연에 대한 의도 및 태도, ,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 낮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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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대응기술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산업화.

의 수준은 청소년의 흡연 노출환경과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

친다김일순 신성례 흡연의 다 요인적 특성을( , 1987; , 1997).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 따른 흡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

구는 지방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흡연 청소년들에

게는 금연교육을 시행하고 비흡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흡연

의 유해성을 교육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실시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남 영암군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흡연률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흡연양상을 파악한다.∙

흡연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흡연 대상자들의 금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라남도 영암군 중고등학생들의 흡연경험실태

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descriptive survey) .

연구대상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대상자는 전라남도 영암군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전수

조사 하였으며 총 명이었다 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2711 .

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담임선생님이나 양호교사가

직접 연구자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솔직한 답변을 유도.

하고 학생들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소개가 끝난 후 선생님들

은 교실을 떠났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학생들에

게 설명하고 개별동의하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가보고 형.

식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설문지를 즉석에서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수행되었다2001 3 1 6 20 .

연구도구

흡연양상은 흡연에 관련된 특성인 흡연 시작시기 흡연동기, ,

흡연기간 하루 흡연량 흡연장소를 조사하였다 흡연에 대한, , .

태도는 흡연에 대한 생각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 급, ,

속히 확산되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생각 세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흡연학생의 금연에 대한 태도는 금연 필요성 인식. ,

금연 시도횟수 금연학교에 참석할 의사 금연운동에 대한 생, ,

각 등 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5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대PC-SPSS

상자의 흡연률 흡연양상 및 흡연대상자들의 금연에 대한 태,

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고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의 흡

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는 χ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전라남도 영암군내에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명으로서 남학생이 명2711 1207

여학생이 명 이었다 흡연학생 명(44.5%), 1504 (55.5%) . 213 (8%)

중에서 남학생은 명 여학생은 명 이었고181 (85.0%), 32 (15.0%)

비흡연학생은 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비 흡연2498 92% .

남학생은 명 여학생은 명 이었다 대상1026 (41.0%), 1472 (59.0%) .

자의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학년 명 학년 명1 535 (19.7%), 2 572

학년 명 으로 중학생의 비율이 전체학생(21.1%), 3 523 (19.3%)

중 이었다 고등학생은 학년 명 학년60.1% . 1 394 (14.5%), 2 462

명 학년 명 이었다(17.1%), 3 225 (8.3%) .

대상자의 종교는 전체 학생중 기독교 명 천주교797 (29.4%),

명 불교 명 기타 명 무교428 (15.8%), 469 (17.3%), 157 (5.8%),

명 이었다 흡연 유무에 따른 종교별 분포는 흡연자860 (31.7%) .

의 경우 기독교 명 천주교 명 불교720 (26.6%), 361 (13.3%), 383

명 기타 명 무교 명 이었고 비(14.1%), 141 (5.2%), 1106 (40.8%) ,

흡연 학생에서는 기독교 명 천주교 명 불71 (33.3%), 49 (23.0%),

교 명 기타 명 무교 명 이었다42 (19.7%), 13 (6.1%), 38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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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흡연 경험률
대상자의 흡연 경험률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 명 중 흡연 학생은 명으로 가 흡연2711 213 8%

하고 있었으며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명 여학생181 (6.8%),

이 명 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비 흡연 청소32 (1.2%) .

년은 명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내 중고등학생 중2498 92%

에 해당하였으며 비흡연 남학생은 명 여학생은1026 (37.8%),

명 이었다1471 (54.2%) .

표 대상자의 흡연률< 1> 명(N=2711 )
흡연여부 구분 실수 백분율

흡연 청소년 남 181 6.8

여 32 1.2

계 213 8

비흡연 청소년 남 1026 37.8

여 1471 54.2

계 2478 92

대상자의 흡연율을 학년별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흡연 학생의 흡연율을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흡연학생2>.

명 중 중학교 학년 명 중학교 학년 명213 1 6 (2.8%), 2 14 (6.6%),

중학교 학년 명 이었으며 고등학교 학년 명3 47 (22.1%) , 1 52

고등학교 학년 명 고등학교 학년 명(24.4%), 2 88 (41.3%), 3 6

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흡연비율은 중학생이(2.8%) .

고등학생이 이었다31.5%, 68.5% .

표 학년별 흡연률 명< 2> (N=213 )
학년 구분 실수 백분율

중학교 학년1 6 2.8

학년2 14 6.6

학년3 47 22.1

고등학교 학년1 52 24.4

학년2 88 41.3

학년3 6 2.8

대상자의 흡연양상
대상자의 흡연에 관련된 특성흡연 시작시기 흡연동기 흡( , ,

연기간 하루 흡연량 흡연장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표< 3>.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시작시기는 초등학교 학년부터 고등4

학교 학년까지 조사되었는 데 초등학교 학년 명 초2 4 3 (1.4%),

등학교 학년 명 초등학교 학년 명 로서 초5 7 (3.3%), 6 10 (4.7%)

등학교 시절에 흡연을 하기 시작한 학생이 에 해당하였9.4%

다 중학교 학년 명 중학교 학년 명 중. 1 41 (19.2%), 2 58 (27.2%),

학교 학년 명 이었고 총 로서 중학교 시절에3 55 (25.8%) 72.2%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1

학년은 명 고등학교 학년은 명 으로 총28 (13.1%), 2 10 (4.7%)

이었다17.8% .

대상자의 흡연동기는 호기심이 명 친구의 권유131 (61.4%),

명 흡연모습이 멋있어서 명 어른이 되고63 (29.9%), 14 (6.5%),

싶어서 명 으로 호기심이 흡연동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5 (2.2%)

있었다.

흡연기간은 년미만이 명 년이상 년미만1 49 (23.0%), 1 2 57～

명 년이상 년미만 명 년이상 년(26.8%), 2 3 49 (23.0%), 3 4～ ～

미만 명 년이상 년미만 명 년이상33 (15.5%), 4 5 17 (8.0%), 5～

년미만 명 년이상 년미만 명 으로서6 4 (1.9%), 6 7 1 (0.5%)～ ～

표 대상자의 흡연 관련특성< 3> 명(N=213 )
내용 구분 실수 백분율

흡연시작시기 초등학교 학년4 3 1.4

초등학교 학년5 7 3.3

초등학교 학년6 10 4.7

중학교 학년1 41 19.2

중학교 학년2 58 27.2

중학교 학년3 55 25.8

고등학교 학년1 28 13.1

고등학교 학년2 10 4.7

무응답 1 0.5

흡연동기 호기심 131 61.4

친구의 권유 63 29.9

흡연모습이 멋있어서 14 6.5

어른이 되고 싶어서 5 2.2

흡연기간 년미만1 49 23.0

년이상 년미만1 2～ 57 26.8

년이상 년미만2 3～ 49 23.0

년이상 년미만3 4～ 33 15.5

년이상 년미만4 5～ 17 8.0

년이상 년미만5 6～ 4 1.9

년이상 년미만6 7～ 1 0.5

무응답 3 1.4

하루흡연량 개피1 10～ 176 82.6

개피11 20～ 25 11.7

갑 이상1 7 3.3

갑 이상2 4 1.9

무응답 1 0.5

흡연장소 학교 화장실 91 42.8

학교 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주위

43 20.3

방PC 39 18.1

골목 25 11.5

집 9 4.6

교실 5 2.4

기타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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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에서 년미만의 흡연기간을 나타내었다49.8% 2 .

대상자의 하루 흡연량은 개피를 피우는 학생이1 10 176～

명으로서 전체의 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개피82.6% 11 20～

를 피우는 학생은 명 갑이상 피우는 학생은 명25 (11.7%), 1 7

갑이상을 피우는 학생은 명 이었다(3.3%), 2 4 (1.9%) .

연구대상자의 흡연장소로는 학교화장실이 로 가장 빈42.8%

도가 높았으며 학교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주위가, 20.3%, PC

방이 골목 집 교실 기타가18.1%, 11.5%, 4.6%, 2.4%, 0.3%

이었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에 대한 태도를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4>.

항목은 흡연에 대한 생각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 급, ,

속히 확산되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생각 세 항목이었는 데

모든 항목에서 흡연학생과 비 흡연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사이에 흡연에 대한 태도에 차

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의 흡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흡,

연학생의 경우 흡연을 좋게 생각한다 명 좋지않다고12 (5.6%),

생각한다 명 잘 모르겠다 명 이었다 비흡117 (54.9%), 84 (39.4%) .

연학생에서는 흡연을 좋게 생각한다 명 좋지 않다고55 (2.2%),

생각한다 명 잘모르겠다 명 로 나타났2016 (80.7%), 427 (17.1%)

다 흡연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흡연에 대한 생각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209.2, p=.00).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의 차이에서도 흡연학생과 비

흡연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흡연=198.4, p=.00).

학생의 경우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고있는 학생은 명 조금알고 있는 학생은 명51 (23.9%), 126

잘 모르는 학생은 명 이었다 비흡연 학생에(59.2%), 35 (16.4%) .

서는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명 조금알고 있다 명 잘 모른다312 (12.5%), 1331 (53.3%), 855

명 이었다(34.2%) .

급속히 확산되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생각에 관해서는

흡연학생의 경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8.5%,

흡연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로서 흡연66.4%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를 차지하였다 반75% .

면 비 흡연학생의 경우는 학생들의 흡연확산정도에 대해 바

람직하다고 보는 학생이 흡연할 수도 있는 일이다 고1.5%,

생각하는 학생이 로서 단지 의 학생만이 긍정적으10.5% 12%

로 생각하고 있었다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의 이 항목에 대.

한 태도의 차이 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χ2

=111.1, p=.00).

흡연 청소년의 금연에 대한 태도
본 연구 대상자 중 흡연학생의 금연에 대한 태도금연 필요(

성 인식 금연 시도횟수 금연학교에 참석할 의사 금연운동에, , ,

대한 생각는 다음과 같다 표) < 5>.

금연의 필요에 대한 인식정도는 금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명 조금 느낀다 명 절실하게 느끼24 (11.3%), 128 (60.1%),

고 있다 명 로서 의 학생의 경우 금연의 필요61 (28.6%) 72.4%

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금연 시도횟수를 조사한.

결과 금연을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학생은 명20 (9.4%), 10

회 이하로 금연을 시도하고자 했던 학생의 비율은 명186

이었고 회 이상 금연시도를 한 학생은 명(87.3%) , 11 27 (12.7%)

이었다.

금연학교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 명 참석95 (44.6%),

할 의사가 없는 학생은 명 으로서 절반이상의 학생118 (55.4%)

이 금연학교에 참석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흡연학생.

들의 금연운동에 대한 생각 정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

표 흡연유무에 따른 흡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 4> (N=2711)
내용 구분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χ2 p

실수 백분율( ) 실수 백분율( )

흡연에 대한 생각 좋게 생각한다 12(5.6) 55(2.2)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117(54.9) 2016(80.7) 209.2 .00

잘 모르겠다 84(39.4) 427(17.1)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

구체적으로 알고있다 26(12.0) 625(24.4)

조금안다 113(53.3) 1474(59.2) 198.4 .00

잘 모른다 73(34.2) 399(16.4)

무응답 1(0.5)

급속히 확산되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생각

바람직하다 18(8.6) 37(1.5)

흡연할수도 있는 일이다 141(66.4) 263(10.5) 111.1 .00

바람직하지 못하다 50(23.2) 1064(42.6)

절대로 흡연해서는 안된다 4(1.8) 11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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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이 명 필요하다 명 필요하지 않66 (31.0%), 106 (49.8%),

다 명 전혀 필요없다 명 으로서 의 흡30 (14.1%), 11 (5.2%) 80.8%

연학생들이 자신의 흡연과는 관계없이 금연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흡연학생의 금연에 대한 태도< 5> (N=213)
내용 구분 실수 백분율

금연 필요성
인식

느끼지 못한다 24 11.3

조금 느낀다 128 60.1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61 28.6

금연시도횟수

없다 20 9.4

번1 - 5 136 63.8

번6 - 10 30 14.1

번11 - 15 5 2.3

번16 - 20 14 6.6

회이상21 8 3.8

금연학교에
참석할 의사

있다 95 44.6

없다 118 55.4

금연운동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66 31.0

필요하다 106 49.8

필요하지 않다 30 14.1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5.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에 대해서만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률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남학생의 경우=101.3, p=.00).

흡연학생의 비율은 전 남학생 수 명 중 명하였1207 15.0%(181 )

으나 여학생의 비율은 총 여학생 수 명 중 명로1504 2.2%(32 )

서 남녀 에 따라서 흡연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 6>
(N=2711)

일반적 특성 구분
흡연학생 비흡연 학생

χ2 p
실수 백분율( ) 실수 백분율( )

성별 남 181(15.0) 1026(85.0) 101.3 .00

여 32( 2.2) 1472(97.8)

논 의

본 연구결과 나타난 점들과 선행 연구결과들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시에

고려해야 할 점과 앞으로 필요한 추후 연구방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청소년기는 긍정적인 인생관 및 자아개념이나 원만한 타인

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발달과업으로서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성향들은 이 후 성인기의 사회 적응양식

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된다윤진 김인경 편역 그러( , , 1988).

므로 이 시기에 건강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

경하에서 인생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며

친구와의 건전한 관계를 통해 성숙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흡연에 노.

출되는 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신체 심,

리 사회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영향하에 있게된다금동우, ( ,

최혜영 특히 선진국의 청소년 흡연인구는 담배1988; , 2000).

가 인체에 미치는 해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지난(Johnston, 1988) 20

년 동안 배이상 증가하여지선하 최근 청소년 흡연이2 ( , 1999)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이었으며 남학생8%

이 여학생이 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흡연율의 차6.8%, 1.2%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
2 이러한 결과= 101.3, p=.00).

는 전주시 지역 고등학생의 흡연율 문영희 에 비35.1%( , 2000)

해 상당히 낮았으나 강원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

용국 의 연구에서는 로 나타나 대도시 일수록 청소(1998) 17%

년의 흡연율이 높음을 알 수 있겠다.

흡연 시작시기는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9.4%,

에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이었다 문영희 의 연72.2% . (2000)

구에서도 흡연 고등학생의 는 초등학교때 처음 흡연을13.1%

시작하였고 중학교시절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로 본 연61%

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중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흡연을 시작하고 있었다 흡연 동기조사에서 호기심. (61.4%),

친구의 권유 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배오진(29.9%) .

의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동기는 호기심(1994)

친구의 권유 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생(38.5%), (21.3%) ,

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동기를 조사한 김상순 의 연구(1993)

에서도 호기심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고되어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한 호기심과 친구의 영향으로

흡연을 하게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일순 금동우( , 1987; , 1988; CDC, 1994).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하루 개피 이하 담배를 피우는 학10

생이 전체의 를 차지하였으나 갑이상 피우는 학생도82.6% 2 4

명 이 있었다 학교 화장실이 흡연장소로는 가장 빈도가(1.9%) .

높은 곳 이었으며 그 외에도 학교주변 방 부모가(42.8%) , PC ,

없는 집 등은 청소년의 주요 흡연장소이었다 정영복 의. (1989)

조사에서도 중학생들의 주된 흡연장소로 집친구집 야외 화( ), ,

장실 등이 파악되어 밀폐되거나 성인의 관심이 소홀한 곳에

서 청소년의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또 다른 청소년 비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인이 되고 있었다.

비 흡연학생과 흡연학생간에 흡연에 대한 태도와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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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흡연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 비 흡연학,

생들이 흡연학생들보다 흡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

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국 의. (1998)

연구에서도 중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학생의

비흡연 학생의 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러34.8%, 73.7%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χ2 비 흡= 109.0, p=.00),

연 청소년의 경우 앞으로도 전혀 흡연의사가 없었고 만이12%

사회인이 되었을 때 흡연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p=.00) .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의 학생들이 자신의 금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는72.4%

못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금연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로 나타나 흡연청소년들이 금연운동에80.8%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에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로

흡연하게 되는 흡연 동기 및 흡연 장소 흡연 시작시기 등은,

다른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흡연률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흡연학생일수록 비 흡연학생에 비.

해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자신의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연운동에

대해서는 흡연 학생의 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80.8%

점이 관찰되었다.

은 한 집Fisher, Lichtenstein, Haire-Joshu and Morganl(1993)

단에 대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금연교육보다는 각 개인 또

는 그룹의 특성을 고려한 작은 규모의 금연 프로그램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또한 흡연기간이 짧을수록 흡연량이 적을수록.

흡연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금연

의지만 강하면 담배를 끊기가 성인에 비해 쉽고(Rosemary,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흡연량을1983)

줄이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심영숙 또한 임소연( , 1987).

의 연구에서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1996)

시한 결과 흡연행동의 변화 및 흡연 피해의 지식을 높이고

흡연 행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여 흡연행동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시골지역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연구로 시

도된 본 연구에서 흡연학생 일수록 비 흡연학생에 비해 담배

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점과 금연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프로

그램 개발 및 그 효과성 평가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라남도 영암군 내 중고등학교 학생 명2711

을 대상으로 흡연경험실태 및 양상에 관한 변인들과 흡연 및

금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01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무기명 자기보고형 설문지를3 1 6 20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흡연 경험률을 확인한 결과 흡연 경험율은 8%∙

남 여 이었다 학년별 흡연률은 중학교 학( 6.8%, 1.2%) . 1

년 학년 학년 이었고 고등학교 학2.8%, 2 6.6%, 3 22.1% , 1

년 학년 학년 이었다 중학생과 고24.4%, 2 41.3%, 3 2.8% .

등학생의 흡연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31.5%, 68.5%

이었다.

대상자의 흡연양상을 조사한 결과에서 흡연시작시기는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로서 중학교9.4%, 72.2%, 17.8%

시기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흡연동기는 호기심. 61.4%,

친구의 권유 흡연모습이 멋있어서 어른이29.9%, 6.5%,

되고 싶어서 로 호기심으로 흡연하는 비율이 월등히2.2%

높았다 흡연기간은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1 23%, 1 2～

년이상 년 미만 년이상 로서26.8%, 2 3 23.0%, 3 27.2%～

대상자의 에서 년 미만의 흡연경력을 보였다 대상49.8% 2 .

자의 하루 흡연량은 하루 개피 이하 피우는 학생이 전10

체의 이었고 갑 이상 피우는 학생이 를 차지82.6% , 1 5.2%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흡연장소로는 학교 화장실이.

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학교 건물 주위42.8% (20.3%),

방 골목 집 교실 순이었다PC (18.1%), (11.5%), (4.6%), (2.4%) .

대상자의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흡연에 대한 생각을 좋게 생각한다. ,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의 척도로 조사한 결과,

흡연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흡연에 대한 생각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
2 담배의 해독=209.2, p=.00).

에 대한 지식정도(χ2 와 급속히 확산되는 학=198.4, p=.00)

생들의 흡연에 대한 생각(χ2 에 관해서도 통=111.1, p=.00)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흡연 청소년들의 금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 결과 금연,∙

필요성 인식정도는 에서 금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11.3%

다로 응답하였고 조금 느낀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60.1%

로서 의 학생들이 금연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72.4%

못하고 있었다 회 이하로 금연을 시도하고자 했던 학. 10

생의 비율은 이었고 흡연 학생들의 에서 금87.3% 31.0%

연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가 필요하다고49.8%

응답하였다 자신의 금연의 필요성 인식정도의 응답결과와.

는 상반되게 청소년을 위한 금연운동이 필요하다는 일반

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흡연학생들이 금연운동이 필80.8%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만이 흡연 경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01.3,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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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흡연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중학교 기간이며 호기심이 흡연의 가장 주된 동기요인으로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시에 이러한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

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담배의 해독에 대한 지식정.

도가 청소년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파악된 점

은 금연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내

용이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흡연시작시기는 초등학교까지 점점 낮아지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흡연예방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

겠다.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흡연비율이 높∙

으므로 사전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학생의 효과적인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화장실 학교,∙

주변 등의 환경을 보다 건전하고 폐쇄되지 않은 개방적인

학교환경조성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흡연학생일지라도 금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금연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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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n Smoking of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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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moking experience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ce. Method:

The subject for this study consisted of 2711 students of middle, high school located in youngam-koon, chonnam.

The data were collected by an anonymous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 2001 to June. 20, 2001.

Result: The frequency of cigaret smoker was 8%. The frequency of smoker in the high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smokers at the middle school. The motivation of smoking was curiosity and solicitation by friends, and the

level of smoking was on average less than 10 cigarettes a day. The 72.2% of smokers started during the middle

school period. Students who smoke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smoking than students who don't smok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re knowledge about the harmful effect of smoking between nonsmoker and

smoker. Most smoking students thought that nonsmoking education is necessary for adolescents, even though they

don't want to quit the smoking. The frequency of smoker was different between genders. Conclusion: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smoking of adolescence may provide guidance for preventive interventions

with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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