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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점차 감소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청소년 흡연율에도 불구

하고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지난 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 10

면 남자중학생의 흡연율은 년 에서 년 로1991 3.2% 2000 7.4%

배 이상 증가하였고 여자중학생 역시 년 에서2 1991 1.2% 2000

년 로 증가하였다 지난 년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3.2% . 10

인 대상층은 여자고등학생으로 년 에서 년1991 2.4% 2000

로 배의 증가추세를 보였다지선하 이와 같이10.7% 4.5 ( , 2001).

청소년의 흡연은 흡연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강윤주와 서성제 여학생에서( , 1995)

의 증가율이 현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한

층 더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후에 금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흡연량이 더 많아지게 되며 담배와 관련된

질병에 더 많이 이환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연(Altman, 1989).

구들이 청소년기가 흡연을 시작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였으며 초기 청소년 시기의 흡(Kandel & Yamaguchi, 1987)

연은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소가 되고 있다(Greenberg, Wiggins, Kutvirt, Samet,

1987; McKennel & Thomas, 1969; Pederson & Lefcoe, 1987).

흡연과 건강에 관한 한 보고서(Centers for Disease Control,

에 의하면 일단 니코틴에 노출된 후에 니코틴에 노출된1994)

자가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은 헤로인 코카인 또는 알콜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노출된 후에 중독될 가능성에 비해 높다

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흡연의 피해는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아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더욱 심각하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흡연으로 인한 해.

독뿐만 아니라 흡연이 술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해 준다는 점에 있다 우리 나.

라 흡연 청소년들 가운데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90%

로 조사되었으며신성례 음주가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 1997)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이지원 이외( , 1997).

의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흡연과

흡연에 대한 가정의 분위기 자신의 흡연에 대한 부모의 태도,

신성례 김애리 흡연에 대한 지식지연옥 스트( , , 1998), ( , 1998),

레스 가족기능도 자기효능감이수연 전은영 흡연하, , ( , , 2001),

는 또래와의 접촉지선하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 2001) .

때 교육 및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들러싸고 있

는 주요 심리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청소년 개인

의 심리내적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이수연 전은영 또한 흡연 시작 연령층이( , , 2001).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의 중학생 및 고등

학생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

함한 흡연실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까지 청소년의 흡연 관련 연구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에 관한 연구는 몇 편강윤주 서성제 김상영( ,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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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순 등 신영숙 현은민 이미경 문희자1994; , 2000; , , 2000; , ,

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연구 또한 대상지역이 수도권과2002)

대도시 지역인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흡연을 시작.

하게 되는 연령이 점차 연소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판단

력 및 자제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처한 환경적 여건은 흡연을 유도하는데 있어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의 환경적 여건과는 다른 군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흡연 행위에 관련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흡연 예방 프로

그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군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경험율을 파악한다.∙

군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

험율의 차이를 파악한다.

군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

험율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 군에 소재한 개 초등학교'U' 5

학년 학생 명이었다4,5,6 734 .

자료수집 절차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충북 군에 소재한2003 12 8 12 20 'U'

초등학교 중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개 학교의 보건5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반송

봉투와 함께 배부한 뒤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시.

담임교사가 지켜 볼 경우 거짓된 응답을 할 것을 우려하여

보건교사가 교실에 들어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800

부 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부를756 (94.5%) 22

제외한 부 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734 (91.8%)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문정순 등 이 서울시 초등(2000)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파악하는데 사용하였던

도구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및 흡연에 관련,

된 문항 등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32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SPSS/PC

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흡연 관련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

이는 를 이용하였다Chi-square test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학년이 학년이4 32.2%, 5 33.8%, 6

학년이 였다 성별 분포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34.1% . 54.8%,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변수 구분 실수(%)

학년

학년4

학년5

학년6

계

236( 32.2)

248( 33.8)

250( 34.1)

734(100.0)

성별
남
여
계

402( 54.8)

332( 45.2)

734(100.0)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계

199( 27.1)

133( 18.1)

161( 21.9)

21( 2.9)

220( 30.0)

734(100.0)

교우관계

친구가 많다
보통이다
친구가 거의 없다
계

338( 46.0)

372( 50.7)

24( 3.3)

734(100.0)

학교생활

재미있다
그저그렇다
힘들고 싫다
계

407( 55.4)

299( 40.7)

28( 3.8)

734(100.0)

학교성적

좋은편
보통
나쁜편
계

189( 25.7)

460( 62.7)

85( 11.6)

734(100.0)

형이나 누나
유
무
계

400( 54.5)

334( 45.5)

7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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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였고 종교는 기독교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45.2% 27.1%

이 불교 천주교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21.9%, 18.1% .

있어 친구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였고 친구가 많50.7%

다는 응답은 였으며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46.0%

였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였고3.3% . 55.4%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였으며 힘들고 싫다는 응40.7%

답은 였다 학교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3.8% . 62.7%,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25.7%,

학생은 였다 형이나 누나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11.6% .

였다 표54.5% < 1>.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
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이 로 가장 많았54.2%

고 다음이 아파트 지역 공장 상가 및 기타 지역이33.7%, ,

를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에 대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12.1% .

학생이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잘 산다 못 산다70.3% 26.7%,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생존유무에 있어 부모가 모두3.0% .

살아계신 경우가 였고 편부모인 경우 부모가 모93.1% 6.4%,

두 안 계신 경우가 였다 아버지가 직업이 있다는 응답이0.5% .

였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계신 경우는 였다 자98.9% 64.0% .

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에 있어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경

우가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통이다 잘 모르62.4% 31.3%,

겠다 적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있어3.9%, 2.3% .

가정이 화목하다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그저66.3%

그렇다 불안하다 였다 금연교육 여부에 있어 금32.7%, 1.0% .

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였고 부모 중 흡71.4%

연을 하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신 경우는 였다 형제자매70.2% .

중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였으며 친구 중 흡연을2.3%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였다 표10.4% < 2>.

대상자의 흡연 실태
대상자의 흡연 실태•

대상자 중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은 흡연 경험이80.1%,

있는 학생은 였으며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은19.9%

였다 표0.8% < 3>.

표 대상자의 흡연 실태< 3>
구분 실수(%)

피우지 않았다
피워 봤다
현재 피우고 있다

계

588( 80.1)

140( 19.1)

6( 0.8)

734(100.0)

흡연 경험 학생들의 첫 흡연 관련 상황•

흡연 경험자들이 처음으로 흡연을 경험한 시기는 학년이3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학년 학년 학26.0% 4 23.3%, 1 15.8%, 2

년 학년 입학전 학년 의 순으로10.9%, 5 9.6%, 8.9%, 6 5.5%

나타났다.

처음 흡연을 한 장소로는 자신의 집이 로 가장 많았38.4%

고 다음이 기타 동네골목 친구집 의 순이33.6%, 17.8%, 9.6%

었다.

처음 흡연시 느낌으로는 기침이 나서 힘들었다가 로56.2%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이 볼까봐 불안했다 기타24.7%,

기분이 좋았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15.1%, 4.1% .

처음 흡연을 하게 된 동기로는 호기심에서가 로 가장74.0%

많았고 다음이 친구나 형이 권해서 기타 멋있11.6%, 12.3%,

어 보여서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의 순이었다 표1.4%, 0.7% <

4>.

현재 흡연중인 학생의 흡연 관련 상황•

현재 흡연중인 학생의 일 흡연량은 개피가 로 가장1 1 50.0%

표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 2>
변수 구분 실수(%)

거주지역
단독주택 지역
아파트 지역
공장 상가 및 기타,

398( 54.2)

247( 33.7)

89( 12.1)

경제수준
잘 산다
보통이다
못 산다

196( 26.7)

516( 70.3)

22( 3.0)

부모생존
양부모
편부모
모두 안계심

683( 93.1)

47( 6.4)

4( 0.5)

아버지의 직업
유
무

696( 98.9)

8( 1.1)

어머니의 직업
유
무

465( 64.0)

255( 35.9)

부모의 관심

많다
보통이다
적다
잘 모르겠다

458( 62.4)

230( 31.3)

17( 2.3)

29( 3.9)

가정생활
화목하다
그저그렇다
불안하다

487( 66.3)

240( 32.7)

7( 1.0)

금연교육 경험
유
무

524( 71.4)

210( 28.6)

부모의 흡연
유
무

515( 70.2)

219( 29.8)

형이나 누나의 흡연
유
무

17( 2.3)

717( 97.7)

친구의 흡연
유
무

76( 10.4)

658( 89.6)

계 7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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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주된 흡연 장소로는 기타가 였다 흡연을 유발하50.0% .

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로 가장50.0%

많았고 담배를 구입하는 주된 경로로는 집에 있는 것을 이용

한다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친구나 형에게50%

얻는다 담배자판기에서 산다 의 순으로 나타났33.3%, 16.7%

다 내가 흡연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친구가. 66.6%

로 가장 많았고 아무도 모른다는 응답이 였다 표33.3%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학년별 흡연 경험의 차이를 보면 학년이 학년이4 14.4%, 5

학년이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22.2%, 6 22.8%

보였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7).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은 남학생이 로 여학생의27.4%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0.8% (p=0.000).

종교에 따른 흡연 경험은 기타가 로 가장 높았고 다28.6%

음이 불교 무교 기독교 천주교22.4%, 21.4%, 19.1%, 14.3%

의 순이었으나 종교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교우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은 친구가 거의 없는 학생이

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학생이 많다는 학생25.0% 21.0%,

의 흡연 경험이 로서 교우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18.3%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생활에 따른 흡연 경험은 학교생활이 힘들고 싫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저그렇다 재미있다 로32.1%, 22.4%, 17.2%

서 학교생활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에 따른 흡연 경험은 학교성적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인 경우29.4%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로 학교성적에 따른19.6%, 16.4%

흡연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3).

표 흡연 경험 학생들의 첫 흡연 관련 상황< 4>
변수 구분 실수(%)

처음 흡연한 시기

입학전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4

학년5

학년6

계

13( 8.9)

23( 15.8)

16( 10.9)

38( 26.0)

34( 23.3)

14( 9.6)

8( 5.5)

146(100.0)

처음 흡연한 장소

우리집
친구집
동네골목
방PC

기타
계

56( 38.4)

14( 9.6)

26( 17.8)

1( 0.7)

49( 33.6)

146(100.0)

처음 흡연시 느낌

기분이 좋았다
기침이 나서 힘들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불안했다
기타
계

6( 4.1)

82( 56.2)

36( 24.7)

22( 15.1)

146(100.0)

처음 흡연한 동기

친구나 형이 권해서
멋있어 보여서
호기심에서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기타
계

17( 11.6)

2( 1.4)

108( 74.0)

1( 0.7)

18( 12.3)

146(100.0)

표 현재 흡연중인 학생의 첫 흡연 관련 상황< 5>
변수 구분 실수(%)

하루 흡연량

개피1

개피3

개피4

개피6

계

3( 50.0)

1( 16.7)

1( 16.7)

1( 16.7)

6(100.0)

주된 흡연 장소

골목 길가,

우리집 친구집,

방 만화방PC ,

기타
계

1( 16.7)

1( 16.7)

1( 16.7)

3( 50.0)

6(100.0)

흡연을 유발하는 상황

시험을 못 보았을 때
일정하지 않음
기타
계

1( 16.7)

3( 50.0)

2( 33.3)

6(100.0)

주된 담배구입 경로

담배자판기에서 산다
친구나 형에게 얻는다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
계

1( 16.7)

2( 33.3)

3( 50.0)

6(100.0)

나의 흡연을 알고
있는 사람

친구
아무도 모른다
계

4( 66.6)

2( 33.3)

6(100.0)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6>
변수 구분

흡연 경험

유 무
χ2 p

학년

학년4

학년5

학년6

계

34(14.4)

55(22.2)

57(22.8)

146(19.9)

202(85.6)

193(77.8)

193(77.2)

588(80.1)

6.596 0.037

성별
남
여
계

110(27.4)

36(10.8)

146(19.9)

292(72.6)

296(89.2)

588(80.1)

31.14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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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은 형이나 누나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형이나 누나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21.5%,

로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18.0%

없었다 표< 6>.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대상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를 보면 거주

지역이 공장 상가 및 기타 지역인 경우 로 가장 높았, 30.3%

고 단독주택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 로 거주지역22.1%, 12.6%

에 따른 흡연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경제수준에 따른 흡연 경험은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

로 가장 높았고 잘 산다 보통이다 로 경제36.4% 21.9%, 18.4%

수준에 따른 흡연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존재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은 부모 모두 안계신 경

우 였고 편부모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 로100% 29.8%, 18.7%

부모의 존재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0).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은 아버지의 직업이

없는 경우 로서 직업이 있는 경우의 보다 유의하50.0% 19.0%

게 높았다(p=0.027).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로 어머17.6%, 19.6%

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관심정도에 따른 흡연 경험은 부모의 관심 정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경우 부모의 관심이 적다44.8%, 41.2%,

보통이다 많다 로 부모의 관심 정도에 따른 흡23.9%, 15.5%

연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가정생활에 따른 흡연 경험은 가정생활이 불안하다고 응답

한 경우 그저그렇다 화목하다 로 가정생42.9%, 26.7%, 16.2%

활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금연교육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은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21.0%

의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9.5% .

부모의 흡연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은 부모 중 흡연을 하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는 경우 로 부모가 흡연을 하지 않21.7%

는 경우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부모의 흡연유무에 따

른 흡연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형이나 누나의 흡연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은 형이나 누나

가 흡연을 하는 경우 로 형이나 누나가 흡연하지 않는41.2%

경우의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9.4% (p=0.026).

친구의 흡연유무에 따른 흡연 경험은 흡연하는 친구가 있

는 경우 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다 유의하게43.4% 17.2%

높았다 표(p=0.000)< 7>.

미래 흡연 의사•

대상자의 미래 흡연 의사는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이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앞으로 흡연을 하겠다는 응답이 유

의하게 적었다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 흡연(p=0.001).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계속< 6> ( )
변수 구분

흡연 경험

유 무
χ2 p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계

38(19.1)

19(14.3)

36(22.4)

6(28.6)

47(21.4)

146(19.9)

161(80.9)

114(85.7)

125(77.6)

15(71.4)

173(78.6)

588(80.1)

4.610 0.330

교우관계

친구가 많다
보통이다
친구가 거의 없다
계

62(18.3)

78(21.0)

6(25.0)

146(19.9)

276(81.7)

294(79.0)

18(75.0)

588(80.1)

1.172 0.557

학교생활

재미있다
그저그렇다
힘들고 싫다
계

70(17.2)

67(22.4)

9(32.1)

146(19.9)

337(82.8)

232(77.6)

19(67.9)

588(80.1)

5.677 0.058

학교성적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계

31(16.4)

90(19.6)

25(29.4)

146(19.9)

158(83.6)

370(80.4)

60(70.6)

588(80.1)

6.310 0.043

형이나 누나
유
무
계

86(21.5)

60(18.0)

146(19.9)

314(78.5)

274(82.0)

588(80.1)

1.4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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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흡연을 하겠다 잘 모86.4%, 1.4%,

르겠다 였으나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앞으로 흡12.2%

연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앞으로도 계속 흡연을 하74.7%,

겠다는 응답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였다 표4.8%, 20.5% < 8>.

표 미래 흡연 의사< 8>
구분

흡연 경험

유 무
χ2 p

안 피울 것이다
피울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109( 74.7)

7( 4.8)

30( 20.5)

146(100.0)

508( 86.4)

8 ( 1.4)

72( 12.2)

588(100.0)

14.468 0.001

논 의

본 연구 대상자 중 흡연 경험자의 비율은 였다 이는19.9% .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문정순 등 의 나 부산지(2000) 10.2%

역을 대상으로 했던 간경애와 김영혜 의 경북지역(2000) 8.1%,

을 대상으로 했던 김상영 의 에 비해 높은 흡연(1994) 12.6%

경험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흡연자의 비율이 로 선. 0.8%

행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김효숙 김상영5.2%( , 1993), 5.5%( ,

문정순 등 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1994), 6.3%( , 2000)

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록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신성례 김애리 이미경 문희자( , , 1998; , ,

표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7>
변수 구분

흡연 경험

유 무
χ2 p

거주지역

단독주택 지역
아파트 지역
공장 상가 및 기타,

계

88(22.1)

31(12.6)

27(30.3)

146(19.9)

310(77.9)

216(87.4)

62(69.7)

588(80.1)

15.677 0.000

경제수준

잘 산다
보통이다
못 산다
계

43(21.9)

95(18.4)

8(36.4)

146(19.9)

153(78.1)

421(81.6)

14(63.6)

588(80.1)

4.972 0.083

부모생존

양부모
편부모
모두 안계심
계

128(18.7)

14(29.8)

4(100.)

146(19.9)

555(81.3)

33(70.2)

0( 0.0)

588(80.1)

19.565 0.000

아버지의 직업
유
무
계

132(19.0)

4(50.0)

136(19.3)

564(81.0)

4(50.0)

568(80.7)

4.887 0.027

어머니의 직업
유
무
계

89(19.6)

45(17.6)

134(18.9)

365(80.4)

210(82.4)

575(81.1)

0.408 0.523

부모의 관심

많다
보통이다
적다
잘 모르겠다
계

71(15.5)

55(23.9)

7(41.2)

13(44.8)

146(19.9)

387(84.5)

175(76.1)

10(58.8)

16(55.2)

588(80.1)

24.022 0.000

가정생활

화목하다
그저그렇다
불안하다
계

79(16.2)

64(26.7)

3(42.9)

146(19.9)

408(83.8)

176(73.3)

4(57.1)

588(80.1)

13.347 0.001

금연교육 경험
유
무
계

102(19.5)

44(21.0)

146(19.9)

422(80.5)

166(79.0)

588(80.1)

0.208 0.683

부모의 흡연
유
무
계

112(21.7)

34(15.5)

146(19.9)

403(78.3)

185(84.5)

588(80.1)

3.734 0.053

형이나 누나의 흡연
유
무
계

7(41.2)

139(19.4)

146(19.9)

10(58.8)

578(80.6)

588(80.1)

4.948 0.026

흡연하는 친구
유
무
계

33(43.4)

113(17.2)

146(19.9)

43(56.6)

545(82.8)

588(80.1)

29.45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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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흡연 경험 유무가 미2002)

래의 흡연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Murphy &

를 고려할 때 초등학생들을 위한 흡연 예방 교육Price, 1988)

의 필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처음으로 흡연한 시기는 학년이 로 가장 많았고 다3 26.0%

음이 학년 학년 학년 학년 입학전 학년의 순으로 나4 , 1 , 2 , 5 , , 6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 때 흡연한 경험이 가장 높았던. 6

최정순 의 연구결과나 초등학교 학년 때가 가장 높았던(1999) 5

문종식 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였으나 서울(2001)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정순 등 의 연구에서(2000) 4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의 순으로 나타난 결, 3 , 1 , 2 , 5 , 6

과와는 거의 일치하였으며 처음 흡연 시기가 좀더 빨라졌음

을 알 수 있었다.

처음으로 흡연한 장소나 흡연시 느낌 흡연 동기 등은 선행,

연구결과문정순 등 이미경 문희자 와 유사하여( , 2000; , , 2002)

처음 흡연한 장소로는 자신의 집이 처음 흡연시 느낌은 기침,

이 나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처음 흡연을 하게 된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

교사에 의해 수행되는 보건수업을 현행 학년 이상 학년에서3

만이 아닌 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흡연을 경1

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흡연자의 비율은 로 의 비율을 보였던 선행0.8% 5-6%

연구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이는 설문지를 배포.

한 보건교사를 의식하여 학생들이 솔직한 답변을 기피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측되며 흡연을 하는 주된 장소와 상황에 대

해 기타 또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장소와 상황을 규명하여 금연 예방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담배의 구입경로로 자신의 집에 있는 담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

우 가정내에서 손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고 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어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담배를 쉽게 접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따라서 초.

등학생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교육적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내에서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리가 가족구성원모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

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년이나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 연구결과간경애 김영혜( , ,

강윤주 서성제 김상영 문정순 등2000; , , 1995; , 1994; , 2000)

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연 경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흡연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각 학년과 성별에 적합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종교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성적에 따른 흡연 경험에 유의한 차이

가 있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흡연율이 높다고 보고한 김

상영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994) .

본 연구결과 대상자 부모의 흡연율은 로서 신성례와70.2%

김애리 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흡연율이 어머니의(1998) 59.9%,

흡연율이 였던 것에 비해 부모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1.0%

나타났다 김종성 이인동 곽기우 이혜리 윤방부 의 연. , , , , (1998)

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부모가 흡

연하는 경우 자녀의 흡연율이 로 부모가 금연하는 자녀52.4%

의 에 비해 흡연율에 있어 약 배 차이가 있다고 하였26.2% 2

다 비록 본 연구결과 부모의 흡연 유무에 따른 자녀의 흡연.

경험의 차이는 없었지만 부모의 금연이 자녀의 미래 흡연 의

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들 모

두가 금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강윤주와.

서성제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 학생은 비흡연 학생(1995)

보다 가족기능도 부모의 관리감독 정도 아버지와의 친밀성, , ,

어머니와의 친밀성 정도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지수

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원 의 연구 결과에서도. (1997)

청소년 흡연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청

소년일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안계시거나 편부모 학생의 경우 부모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부모와의 만족스런 관계 형성이 부족한 만큼 흡연 행위에 대

한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형제자매나 친구들 중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흡연 경

험율이 높았던 결과를 통해 주변인들의 흡연행위가 초등학생

들의 흡연 경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들에 대

한 금연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olte,

Smith, O'rourke 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흡연행위 보다도(1983)

흡연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가 자녀의 흡연 경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을 하는 주변인.

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흡연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자

녀에게 확고히 전달함으로써 자녀의 흡연 행위를 예방해 나가

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흡연에 관한 보건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통해 지식의 변화.

는 얻기 쉬우나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 얻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흡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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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과 금연의 유익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시설과 환

경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미래 의사에 있어서는 문정순 등

의 연구에서 흡연 무경험자 중 앞으로 계속 흡연을 하(2000)

지 않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였던 것에 비해 흡연을 하81.3%

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다소 높았으나 흡연 유경

험자 중 금연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였던 것에93.7%

비해서는 매우 낮은 금연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가운데 흡연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에게는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그리고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들 가운데 앞으로 금연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금연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된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군 지역 초등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일

반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타 연구결과에 비해 첫 흡연경험 시기가 좀더 연소화.

된 경향을 보였으며 일시적인 호기심이 여전히 흡연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군 지역 초등학.

생들의 경우 도시 지역과는 달리 산과 들이 인접해 있는 만

큼 자연 환경속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예상

하였으나 도시지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얻는 장소가

주로 자신의 집이어서인지 집에서 흡연을 시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재 흡연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

게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결과였으며 흡연경

험 유무에 있어 흡연을 하는 친구나 형제자매의 영향력이 크

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흡연을 유도하게 되는

학교와 가정의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한 후 두 주체가 공조체

제를 형성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흡연 예방 교육에 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흡연 예방 교육시 흡연의 유해성만.

을 강조하는 지식 본위의 교육보다는 흡연을 하게 되는 상황

에 대해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여 제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흡연으로 이행되지 않아야 하는 합리적 근거를 알

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흡연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담임 및 보건교사의 교육 매체개발을 위한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흡연 예방 프로그

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년 월2003 12

일부터 월 일까지 충북 군에 소재한 개 초등학교8 12 20 'U' 5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734 .

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SPSS/PC

고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는

를 이용하였다Chi-square test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은 이었고 흡연 경80.1%∙

험이 있는 학생은 였으며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19.1%

학생은 였다0.8% .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처음 흡연을 시작한 시기로는 학3∙

년이 로 가장 많았고 처음 흡연한 장소로는 자신의26.0%

집이 로 가장 많았다 처음 흡연시 느낌으로 기침이38.4% .

나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고 처음 흡연56.2%

을 하게 된 동기로는 호기심에서가 로 가장 많았다74.0% .

현재 흡연중인 학생의 일 흡연량은 개피가 였고1 1 50.0%∙

주된 흡연 장소로는 기타가 였으며 흡연을 유발하는50.0%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로 가장50.0%

많았다 담배를 구입하는 주된 경로로 집에 있는 것을 이.

용한다는 응답이 였으며 자신의 흡연을 아는 사람으로50%

는 친구가 로 가장 많았다66.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

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학년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6 , ,

학교성적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는 거주지∙

역이 공장 상가 및 기타 지역인 경우 부모가 모두 안계, ,

신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없는 경우 부모의 관심 정도에, ,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 형제자매 중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친, ,

구 중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미래의 흡연 의사는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이∙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앞으로 흡연을 하겠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흡연을 하겠다86.4%, 1.4%,

잘 모르겠다 로 나타났다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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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mo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A Study on the Smo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A Study on the Smo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A Study on the Smo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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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smoking behavior among elementary students which may serve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Metho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734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in five elementary schools in U county, North Chungcheong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8 to 20 December, 2003; and analyzed using SPSS/PC for descriptive and chi-square statistics. Result: Of these

students, 19.9% reported that they had smoked and 0.8% answered they are current smokers. They reported that

the first smoking started during third grade (26.0%), at their homes (38.4%), and out of curiosity (74.0%). They

reported severe coughing when they first smoked (56.2%). Smoking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rade,

gender, and academic performance. Similar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ial area, parental status,

father's job, parental attention, home atmosphere, and smoking siblings or friend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moking behavior. Among non-smokers, 86.4% intended not to smoke and 1.4% would like to smoke in the future.

Conclusion: Certain schoo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smoking experimentation.

Therefore teachers and parents should use this information to develop and guide smoking pre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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