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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알코올 흡입제와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 남,

용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물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의 특징은 흡연인구의 증가와 함께 특히 여학생의 흡연

률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서 전국의 초등학교 학년생의 흡연 경험자가 문, 6 9.6%(

화체육부 경인지역 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이, 1997), 5 13.4%,

박영규와 강윤주 경상북도 김상영2.9%( , 1996), 12.4%( , 1994),

서울시내 초등학교 고학년이 문정순 등 부산10.2%( , 2000),

지역 고학년이 였다간경애와 김영혜 성인기 이전8.1% ( , 2000).

의 청소년기나 아동기의 흡연이 건강에 특히 나쁜 이유는 세

포 조직 및 장기가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담배와 같은 독성물질과 접촉하는 경우에 그 손상정도가 성

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심하며 흡연기간이 길어지고,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다김일순 또한 성인기의 흡연여( , 1998).

부와 흡연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일 뿐만 아니라 질병을 유

발시키는 유의한 인자이며(Borras, Fernandez, Schiaffino,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Borrell and La Vecchia, 2000),

실이 매년 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선하10 ( , 2000).

초등학생의 흡연은 니코틴의 중독성과 흡연으로 인한 신체

반응 및 질병 발생이 심하지 않아서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

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습관화되면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작을 예방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Epps, Manley and Glynn.

정부에서도 청소년의 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1995).

있어서 차 교육과정에 차 교육과정에 없던 흡연의 피해에7 6

대한 내용을 초등학교 학년 체육교과목에 포함시켰다교육4 (

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한 흡연교육에 많은 노력을, , 2002).

기울이고 있어서 의 초등학교에서 흡연에 대한 교육을88.1%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문정순 송경애 박선남 이소영( , , , ,

2002).

지금까지 국내의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연구는 흡연 행

위에 대한 초등학교 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실6

태조사문화체육부 와 일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 1997)

실시되어 있다간경애와 김영혜 김상영 문정순( , 2000; , 1994; ,

김남초 양수 박호란 정승교 박영규와 강윤주, , , , 2000; , 1996).

흡연에 대한 태도와 지식에 대한 연구도 연구자들이 개발한

시간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4-5

로 일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강윤주와(

서성제 서교순 신영숙 이미경과 문희자, 1995; , 2001; , 2000; ,

전국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2002), .

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지만 현실적으로 개교의 인의 보건1 1

교사가 흡연문제를 시간씩 교육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4-5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흡연교,

육에 따른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를 비교,

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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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흡

연 예방교육에 따른 지식 태도 및 행위를 비교하여 흡연 예,

방 대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지식 정도와 학년 성별 및 흡,∙

연교육에 따른 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태도와 학년 성별 및 흡연교육,∙

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초등학생들의 흡연 행위와 흡연교육에 따른 행위의 차이∙

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술적 비교 연구로서 개 초등학교 학년4 4, 5, 6

학생 명을 대상으로 개교의 흡연교육을 받은 명을2,000 2 1,004

교육군으로 개교의 교육을 받지 않은 명을 비교육군으로, 2 996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절차
개교의 학교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여 허4

락을 받았다 허락받은 학교의 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 4, 5, 6

으로 총 부의 설문지를 학급의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2,013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2,000 (99.4%) .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였다2001 4 15 7 15 .

연구도구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행위 흡연에 관한 지식 및,

태도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는 문정순 등 이 개발한 도(2000)

구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지식.

측정 도구는 총 문항의 진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20 ,

항에 대해 맞으면 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하면 점으로 하1 , 0

여 총 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이20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이었다.78 .

흡연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20

으며 각 문항에 대해 아주 그렇다 점 약간 그렇다 점, ‘ ’ 1 , ‘ ’ 2 ,

약간 그렇지 않다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 총 점 만‘ ’ 3 , ‘ ’ 4 , 8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해 수용적인 것으로서 흡

연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s = .81 .α

자료분석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SAS .

반적 특성과 흡연행위에 대한 분포는 빈도와 등의 서술적%

통계와 로 두 군 간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Chi-square test ,

의 차이는 와 로 분석하였다t-test ANOVA .

연구 결과

대상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 분포는 학년, 4

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 명 학년724 (36.2%) , 6 678 (34.4%), 5

명 순이었으며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차이는 없었588 (29.4%) ,

다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이 이었다 표. 51.7%, 48.3% < 1>.

표 대상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분포< 1>
특성 구분

교육군

N(%)

비교육군

N(%)

계

N(%)
χ2 P

학년 4 344( 34.3) 380( 38.2) 724( 36.2) 3.4 0.180

5 307( 30.6) 281( 28.2) 588( 29.4)

6 353( 35.1) 335( 33.6) 678( 34.4)

계 1004(100.0) 996(100.0) 2000(100.0)

성별 남 518( 51.6) 515( 51.7) 1033( 51.7) 0.00 0.960

여 486( 48.4) 481( 48.3) 967( 48.3)

계 1004(100.0) 996(100.0) 2000(100.0)

대상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은 점 만점에 평균 점이20 11.50

었으며 교육군이 점으로 비교육군의 점보다 유의하, 11.92 11.00

게 높았다(t=2.70, P=0.007).

학년별로는 학년이 점 학년이 점 학년이6 11.66 , 5 11.26 , 4

점으로 학년에 따른 흡연지식에 대한 차이는 없었고 흡11.35 ,

연교육에 따라서는 교육군의 학년이 점으로 비교육군의6 12.25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학년은 교육10.68 (t=4.22, P=0.000), 5

군이 점으로 비교육군의 점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11.28 11.18

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년은 교육군이 점으로 비교육군, 4 11.89

의 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1.01 (t=2.59, 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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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점 여학생이 점으로 성11.62 , 11.24

별에 따른 흡연지식은 차이가 없었다 흡연교육에 따라서는 교.

육군의 남학생이 점으로 비교육군의 보다 유의하게12.20 11.11

높았고 교육군의 여학생이 점으로 비교(t=3.77, P=0.000), 11.64

육군의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10.89 (t=2.61, P=0.009)< 2>.

각 문항별로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정답률이 미만인, 50%

문항은 흡연과 소화 기능이 가장 낮아서 였으며 다음이10.6% ,

흡연과 운동기능으로 였고 차내 흡연의 위법성이36.4% ,

흡연과 조기 노화가 일산화탄소가 담배의 유해41.8%, 43.2%,

성분이 였다 정답률이 에 못 미치는 문항으로는 흡46.0% . 60%

연과 집중력이 뻐끔담배의 유해성이 흡연과 피51.0%, 52.8%,

부건강은 흡연과 조기사망은 담배의 유해성분54.2%, 59.7%,

타르은 담배의 유해성분니코틴이 였다( ) 55.9%, ( ) 56.7% .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임신부의 흡연과 태아의80%

건강이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흡연과 호흡기 건강으85.8% ,

로 였다 정답률이 를 초과하는 문항은 성인흡연의85.0% . 60%

유해성이 흡연과 구강건강은 흡연과 두뇌건강67.5%, 64.7%,

은 흡연과 심장기계 건강은 흡연과 암의 이환72.2%, 75.9%,

은 흡연의 중독성은 간접흡연의 유해는73.6%, 76.0%, 78.3%

였다 표< 3>.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에 정답률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 문

항은 흡연과 피부건강 일산화 탄소 타르 및 니코틴이 담배, ,

의 유해성분이란 사실에서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이상10.0%

높았으며 그 외에 흡연과 운동기능이 흡연과 두뇌건강, 9.0%,

가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높았다7.0% .

대상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점 만점에 평균 점이80 31.70

었으며 교육군이 점 비교육군의 점으로 유의한 차, 31.75 , 31.65

이가 없었다(t=0.57, P=0.569).

학년별로는 학년이 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년이6 31.94 , 5

점 학년이 점의 순으로 학년에 따른 흡연에 대한31.79 , 4 30.95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교육에(F=4.08, P=0.017).

따라서는 교육군의 학년이 점 비교육군이 점으로6 31.73 , 32.29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년은 교육군이 점으로 비교육, 5 32.85

표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 2>
특성

교육군

M±SD

비교육군

M±SD
t(P)

합계

M±SD
t/F(P)

학년 4 11.89±4.26 11.01±4.41 2.59(0.010) 11.35±4.38 1.46

5 11.28±4.72 11.18±4.60 0.25(0.802) 11.26±4.60 (0.232)

6 12.25±4.63 10.68±5.27 4.22(0.000) 11.66±4.92

성별 남 12.20±4.65 11.11±4.79 3.77(0.000) 11.62±4.74 1.87

여 11.64±4.44 10.89±4.54 2.61(0.009) 11.24±4.51 (0.062)

합계 11.92±4.58 11.00±4.63 2.70(0.007) 11.50±4.50

표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흡연에 대한 태도< 4>
특성

교육군

M±SD

비교육군

M±SD
t(P)

합계

M±SD
t/F(P)

학년 4 30.69±6.11 31.19±7.32 0.93(0.355) 30.95±6.92 4.08

5 32.85±7.24 31.43±7.13 2.30(0.022) 31.79±7.11 (0.017)

6 31.73±7.02 32.29±7.62 1.02(0.310) 31.94±7.26

성별 남 32.42±7.06 32.61±7.67 0.42(0.675) 32.48±7.37 6.08

여 30.87±6.55 30.47±6.81 0.94(0.349) 30.60±6.70 (0.000)

합계 31.75±7.27 31.65±6.76 0.57(0.569) 31.70±7.09

표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흡연에 대한 지식 문항정답률< 3>
문항

교육군

N(%)

비교육군

N(%)

합계

N(%)

흡연과 집중력 488(49.9) 532(53.3) 1020(51.0)

뻐끔 담배의 유해성 519(56.2) 537(57.7) 1056(52.8)

성인 흡연의 유해성 669(67.5) 681(68.7) 1350(67.5)

흡연과 구강건강 687(69.1) 608(61.3) 1295(64.7)

흡연과 피부건강 594(59.9) 491(49.5) 1085(54.2)

흡연과 두뇌건강 755(76.3) 689(69.3) 1444(72.2)

흡연과 심장기계 건강 774(77.7) 744(74.6) 1518(75.9)

흡연과 호흡기폐 건강( ) 861(86.8) 840(83.9) 1701(85.0)

흡연과 암의 이환 784(78.8) 761(76.2) 1472(73.6)

흡연과 조기노화 449(45.1) 415(41.6) 864(43.2)

흡연과 조기사망 610(61.3) 585(58.7) 1195(59.7)

흡연의 중독성 756(76.0) 765(76.9) 1521(76.0)

흡연과 소화기능 125(12.7) 86( 8.7) 211(10.6)

간접흡연의 유해 788(79.4) 777(77.9) 1565(78.3)

차내 흡연의 위법성 423(42.8) 413(41.6) 836(41.8)

담배의 유해성분타르( ) 624(62.8) 494(49.5) 1118(55.9)

담배의 유해성분니코틴( ) 623(62.8) 510(51.1) 1133(56.7)

담배의 유해성분일산화탄소( ) 564(57.0) 356(35.8) 920(46.0)

임신부의 흡연과 태아건강 866(88.5) 850(86.7) 1716(85.8)

흡연과 운동능력 407(41.3) 321(32.3) 72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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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학년은31.43 (t=2.30, P=0.022), 4

교육군이 점으로 비교육군의 점보다 다소 낮았으나30.69 31.19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점으로 여학생의 점보32.48 30.60

다 유의하게 높았고 흡연교육에 따라서는 교(t=6.08, P=0.000),

육군의 남학생이 점 비교육군이 점으로 유의한 차32.42 , 32.61

이가 없었으며 교육군의 여학생이 점 비교육군이, 30.87 , 30.47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태도에 대해 각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의 흡연이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흡, ‘ ’ 2.56 , ‘

연자의 흡연권 점 금연장소 지정 점 혼자있는 장’ 2.15 , ‘ ’ 2.15 , ‘

소에서의 흡연 점 담배 광고 점이었으며 반면에’ 2.18 , ‘ ’ 2.00 ,

학생의 흡연 점 친구의 흡연 점 공공장소에서의‘ ’, 1.11 , ‘ ’ 1.17 , ‘

흡연 점 흡연의 타인 피해 점 등으로 점수가 낮았’ 1.18 , ‘ ’ 1.19

다 그 외에 흡연의 권유 점 길거리에서의 흡연 점. ‘ ’ 1.21 , ‘ ’ 1.66 ,

가정에서의 흡연 점 선생님들의 흡연 점 담배심부‘ ’ 1.32 , ‘ ’ 1.23 , ‘

름 점 담배 구입의 경제적 손실 점 기호식품으로’ 1.27 , ‘ ’ 1.48 , ‘

서의 담배 점 흡연의 유익성 점 에서의 흡연’ 1.58 , ‘ ’ 1.55 , ‘TV

장면 점 성인 남성의 흡연이 점이었다’ 1.54 , ‘ ’ 1.46 .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의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표<

5>.

대상학생들의 흡연 행위
대상학생들의 흡연경험률은 로서 과거 경험자가5.3% , 4.6%,

현재 흡연자가 였다 군별로는 교육군이 과거 경험자가0.7% .

현재 흡연자가 로서 비교육군의 보다6.5%, 1.0% 2.7%, 0.4%

유의하게 높았다(χ2=18.5, P=0.001).

대상학생들의 장래 흡연의사는 안피우겠다고 응답한 학생‘ ’

이 였으며 교육군이 비교육군이 로 유의96.0% , 94.9%, 95.5%

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논 의

보건교육의 목적은 건강행위 실천에 있으며 건강 행위 실,

천을 유도하는 데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에 의한 긍정적인 태

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

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 ,

는 초등학교의 흡연에 대한 교육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있

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흡연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지식과 태

도 및 행위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흡연지식은 평균 점으로11.50 100

점 만점에 약 점 정도로서 선행연구 결과보다 낮았지만문58 , (

정순과 양수 이미경과 문희자 지식측정 도구가, 2000; , 2002),

동일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집단.

에 따라서는 교육군이 점 정도로 비교육군의 점보다 유60 55

의하게 높아서 이 결과는 초등학교의 흡연 예방 교육이 지식

수준을 높인다는 여러 선행 연구 보고와 동일하며강윤주와(

서성제 서교순 신영숙 이미경과 문희자, 1995; , 2001; , 2000;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흡연예방교육도 학생2002),

표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항목별 흡연에 대한 태도< 5>
문항

교육군

M±SD

비교육군

M±SD

합계

M±SD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1.20±0.58 1.16±0.50 1.18±0.54

길거리에서의 흡연 1.62±0.83 1.69±0.82 1.66±0.83

가정에서의 흡연 1.30±0.67 1.34±0.70 1.32±0.09

학생들의 흡연 1.11±0.47 1.10±0.44 1.11±0.45

선생님들의 흡연 1.24±0.58 1.21±0.56 1.23±0.57

친구의 흡연 1.16±0.55 1.18±0.57 1.17±0.56

타인에게 주는 흡연의 피해 1.18±0.57 1.20±0.61 1.19±0.59

흡연자의 흡연권 2.07±1.12 2.24±1.13 2.15±1.13

담배심부름 1.24±0.69 1.30±0.73 1.27±0.75

여성의 흡연 2.48±1.17 2.63±1.13 2.56±1.15

담배 구입의 경제적 손실 1.45±0.85 1.50±0.86 1.48±0.86

흡연 권유 1.22±0.73 1.20±0.64 1.21±0.70

금연장소 지정 2.24±1.32 2.06±1.28 2.15±1.30

혼자있는 장소에서의 흡연 2.03±1.14 2.22±1.11 2.18±1.13

기호식품으로서의 담배 1.56±0.91 1.59±0.89 1.58±0.90

흡연의 유익성 1.53±0.94 1.57±0.93 1.55±0.94

에서의 흡연 장면TV 1.54±0.96 1.53±0.96 1.54±0.96

성인 남성의 흡연 1.47±0.92 1.44±0.89 1.46±0.90

담배 광고 1.95±1.19 2.05±1.18 2.00±1.19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 1.74±1.07 1.82±1.07 1.78±1.07

표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흡연 행위< 6>
구분

교육군

N(%)

비교육군

N(%)

계

N (%)
χ2 P

흡연행위 피운적 없다 877( 92.5) 915( 96.9) 1792( 94.7) 18.5 0.001

피워본적 있다 62( 6.5) 87( 2.7) 87( 4.6)

현재 피운다 9( 1.0) 4( 0.4) 13( 0.7)

계 948(100.0) 944(100.0) 1892(100.0)

흡연의사 안피우겠다 910( 94.9) 897( 95.5) 1807( 96.0) 0.4 0.530

피우겠다 33( 3.5) 42( 4.5) 75( 4.0)

계 943(100.0) 939(100.0) 1882(100.0)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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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학년이나 학년보다 다소 높았으나6 5 4

학년에 따른 흡연지식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며 흡연교육에,

따라서는 교육군의 학년과 학년이 각각 비교육군 보다 유6 4

의하게 높았고 특이한 것은 교육군은 학년이 가장 높은 반, 6

면 비교육군은 학년이 가장 낮아서 두 군간에 차이가 현격, 6

하였던 점으로 교육에 대한 효과가 학년이 좀 더 높은 것으6

로 추정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교육에 따라서는 교육군의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비교육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생들의 흡연 관련 지식수준이 낮은 분야는 흡연과 소화,

기능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흡연과 운동기능 흡연과 조기, ,

노화 일산화탄소가 담배의 유해 성분이란 사실을 모르는 학,

생이 를 초과하였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식후에 흡연50% .

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흡연이 소화기능을 촉진한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흡연의 운동기능 저하나 노화 담배, ,

의 유해 성분 등은 매스컴을 통한 금연운동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

흡연과 집중력 뻐끔담배의 유해성 차내 흡연의 위법성 흡연, , ,

과 피부건강 흡연과 조기사망 타르와 니코틴이 담배의 유해, ,

성분이란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40% .

결과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흡연에 대한 그릇

된 지식이 부분적으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강윤주(

와 서성제 문정순과 양수 차후 이러한 부분에, 1995; , 2000),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정확한 지식을 좀더 체계적으로 제공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으며 운동능력 저,

하나 피부건강 집중력 등과 같은 내용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

질만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도

흡연의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임신부의 흡연과 태아의

건강 흡연과 호흡기 건강으로 이상의 학생이 알고 있었, 85%

으며 그 외에 성인흡연의 유해성 흡연과 구강건강 흡연과, , ,

두뇌건강 흡연과 심장기계 건강 흡연과 암의 이환 및 간접, ,

흡연의 유해성 등은 이상의 학생이 알고 있었다60% .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에 정답률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 문

항은 흡연과 피부건강 일산화탄소 타르 및 니코틴이 담배의, ,

유해성분 흡연과 운동기능 흡연과 두뇌건강에서 교육군이, ,

비교육군보다 높아서 체계적인 학교 교육이 아닌 친구나 대

중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점수는 점 만점에 점으80 31.70

로 비허용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간경애와 김영혜( ,

김상영 문정순과 양수 이미경과 문희자2000; , 1995; , 2000; ,

흡연교육에 따른 태도 차이는 없었으며 이 결과는 초2002). ,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흡연예방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지식수준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와는 일치되었으나강윤주와 서성제 흡연 예방 프( , 1995),

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여러 선행 보고와는 상반되었으므로서교순( ,

신영숙 이미경과 문희자 이에 대해서는2001; , 2000; , 2002),

차후 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년별로는 학년 학년 학년의 순으로 학년이 높을수록6 , 5 , 4

흡연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흡연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교육에 따라서는 학년. 5

의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나머지 학년6

과 학년은 교육군이 비교육군 보다 다소 낮았으나 유의한, 4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남

학생이 흡연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고 흡연교육에 따라,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에 대한 태도 점수가 이 넘어서 비교적 흡연에 대해2.0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여성의 흡연 금연 장소의 지,

정 흡연자의 흡연권 혼자있는 장소에서의 흡연 등에 비교적, ,

호의적이었다.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학생들의 흡연 친구의 흡연 공공장소, ,

에서의 흡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 등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태도였다 이 결과는 친구나 선배의 흡연에 대해서는 동조.

하기보다 금연하도록 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간경애과 김영혜 문정순과 양수 그러( , 2000; , 2000).

나 전체적으로 흡연 교육의 영향력은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

로 유도하는데 별 영향력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학생들의 흡연경험률은 로서 과거 경험자가5.3% , 4.6%,

현재 흡연자가 였다 이는 전국 대상의 흡연경험률0.7% . 9.6%

문화체육부 서울시내 초등학생 대상의 흡연경험률( , 1997),

문정순 등 보다 낮아져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10.2%( , 2000)

금연운동과 학교의 흡연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흡연교육에 따른 흡연 경험률은 교육군.

에서 과거 경험자나 현재 흡연자 모두 비교육군 보다 유의하

게 높아서 장기간의 흡연교육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행위까지

이끌지는 못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강윤주와(

서성제 이 결과는 학생들이 흡연교육 이전에 이미 흡, 1995),

연경험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의 영향이 행위까지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었다.

대상학생들의 장래 흡연의사는 안피우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였으며 이 결과는 이상의 학생들이 안 피우겠다고96.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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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 여러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강윤주와 서성제( ,

간경애와 김영혜 김상영 문정순과 양수1995; , 2000; , 1994; ,

흡연교육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2000). .

흡연 예방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

람직한 행위 변화에 있는데 올바른 지식과 태도는 바람직한,

의사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수준을 높이

고 바람직한 태도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필요하다 따.

라서 교과서 내용에 흡연의 내용을 포함시켜 정규 교과과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차 교육과정, 7

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흡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 것은 청

소년의 흡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중.

학교의 교과 내용에 빠져있는 흡연예방과 금연에 대한 내용

을 포함시켜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화교육을 해야 할 것

이며 또한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정규적으로 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현황과,

흡연교육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연구이

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흡. 2001 4 15 7 15

연예방교육을 받은 개교의 학년 학생 명을 교육2 4, 5, 6 1,004

군 교육을 받지 않은 개교의 학생 명을 비교육군으로 하, 2 996

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상학생들의 흡연지식은 점 만점에 평균 점이었으20 11.50∙

며 흡연 교육군의 점수가 비교육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학년별로는 학년 학년 학년의 순으로 고학년의 지식6 , 5 , 4

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대상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점으로 흡연에 대31.70∙

해 비 허용적인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으며 흡연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에 대한 태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 학년 학년, 6 , 5 , 4

의 순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성별로.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관대하였다.

대상학생들의 흡연 경험률은 였으며 흡연 교육군의5.3% ,∙

흡연 경험률이 비교육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장래 흡연.

의사는 안 피우겠다는 학생이 였으며 교육군과 비교96.0%

육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초등학교에서 흡연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안

받은 학생들에 비해 흡연지식은 높았으나 태도나 행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

시하고 있는 흡연교육에서 바람직한 태도와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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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SmokingCompare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SmokingCompare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SmokingCompare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Smoking
in the Elementary Students according to Anti-smoking Educationin the Elementary Students according to Anti-smoking Educationin the Elementary Students according to Anti-smoking Educationin the Elementary Students according to Anti-smoking Education

Moon, Jung-Soon
1)

1)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of the elementary students

according to anti-smoking education. Method: A descriptive comparative study design was used. A total 2,000 of

the 4th, 5th and 6th grade of elementary students classified into education and non-education groups according to

their anti-smoking educatio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were measured by the constructed

questionnaire. Results: 1) Students' knowledge about smoking were 11.50point on average with highest score

being 20. The knowledge of the educ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education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cording to grade or sex. 2) Students' attitude toward smoking were negative

with the mean score 31.70.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cording to anti-smoking education, while

students in higher grades and male showed significant favorable attitude toward smoking. 3) Among the students of

respondents, 5.3% answered they had the experience of smoking. The smoking experience of the educ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education group. 96.0% of the students would not smoking in the futu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cording to anti-smoking educatio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systematic strategy required to lead desirabl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smoking of students.

Key words : Smoking, Elementary students, Knowledge, Attitud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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