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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신체적 및 인격적 완성을 위해 변화와 격동을 치르는 시기이

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고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

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취미 및.

특별활동 등 청소년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환경에서 입시

교육을 강조하는 경쟁적 분위기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흡연,

음주 약물남용 및 가출 등을 시도하게 한다정혜경, ( , 2001).

청소년기는 세포 조직 장기 등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

않은 상태이므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천여 종의 독성물질과4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정도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흡연이 청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에 비해 더 크다 흡연은 폐암.

등 여러 폐질환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발기부전 청, , ,

각장애 시력감퇴 골다공증과 또 다른 많은 질병의 중요한, ,

원인임이 밝혀지고 있다김운묵 청소년 흡연은 흡연에( , 2002).

따른 건강문제 이외에도 성인기 흡연과 다른 약물중독에 이

르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며 탈선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사회,

적으로 부정적 대우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금연대책이 매우 필요하다서일 등 문선( , 1998;

영, 1995; Sussman, Lichtman & Dent, 2001).

년 전국단위의 표본추출 조사결과 남자 중학생의 흡연2000

율은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이었고 여자 중학생의7.4%, 27.6% ,

흡연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로 최근 한국 청소년3.2%, 10.7%

의 흡연율은 역사상 가장 높다지선하 그러나 젊은 사( , 2000).

람들은 전 생애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이고 최고의 기능을 발

휘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건강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김문실과 김애(

경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1997a).

건강을 생각할 때 청소년의 흡연율은 반드시 감소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흡연예방 대책과 함께 흡연 청소년을 위한 효

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이 마련 시행되어야 한다, .

한국 갤럽조사 에 따르면 흡연자 중 는 금연경험(1994) 58.5%

이 있으며 그 중 는 일주일 이내에 다시 흡연하는 것으51.7%

로 나타났고신성례 이동섭 박정환 재인용( , , , 2000 ), Engles,

이 흡연 청소년들의 금연시도와Knibbe, Vries & Drop(1998)

성공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한 결과 단지 라는 낮은 비율12%

의 청소년만이 금연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와. Burt

의 학생대상 연구에서도 흡연자 중 가 강한Peterson(1998) 67%

금연의도를 선언했으나 지난해 금연을 시도한 의 사람, 60%

중 만이 조사 당시 금연을 하고 있었으며 개월 이상21% 12

금연을 한 사람은 단지 에 불과하여 금연 시도 후 금연에3% ,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많은 흡연 청소.

년들이 금연하기를 희망하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스스로 금연을 시도하여 성공하기를 원,

하나 이러한 방법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어 건강관리 전문인들은 흡연 청소년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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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금연프로그램 및 대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서(

경현 이석민 재인용, , 2004; Donovan, 2000 ).

현재 진행 중인 금연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성인용으로 금연

을 위한 동기나 준비단계 흡연연령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 ,

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밝혀졌다서경현 이경순 최경원 김귀분( , , 2002; , ,

한편 미국의 건강보호정책연구청2002). (Agency for health

에서는 금연자들이 다양한 이유로Care Policy and Research)

금연에 실패하므로 금연에 따르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

등을 포함하는 불쾌한 경험들을 잘 파악하여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서경현 이경순 재인용 그러므로 앞으( , , 2002 ).

로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연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

으므로 금연경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문선영( , 1995:

서경현 이경순 최경원 김귀분, , 2002; , , 2002).

흡연자의 금연경험은 그들이 처한 사회맥락 내에서 금연에

대한 의미나 동기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고 흡연자가 선택하는 금연전략도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하므로 일정한 금연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하

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금연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흡연자는 금연 예측요인이 성인과 다르며 변화

되어 가는 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은 성인과는 다른 접근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김소야자 남경아 서미아와 박정화( , , , 2001;

그러나 지금까지 금연경험에 관한 연구는 성Donovan, 2000).

인을 대상김애경 문선영 서경현과 이경순( , 1998; , 1995; ,

최경원과 김귀분 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대2002; , 2002)

상으로 한 금연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과거 흡연을 했

던 청소년 중 금연의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금연유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금연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한 규명을 할 때 적합한 방

법으로 구성원들 간의 토의를 통해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의 의견과 비교 대조함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하,

고 연구자는 그 주제에 대한 해석적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인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

적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과 대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금연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금연, ,

유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금연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과거 흡연을 했던 청

소년 중 금연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경험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과 가 제시한 분석과정에 따라 분Morgan(1998) Krueger(1998)

석한 서술적 연구방법이다.

포커스 그룹이란 그룹면담을 말하며 유사한 배경을 가진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된 특성을 가진 명의 참여자들6-8

이 잘 훈련된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특수한 주제에 대해 토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포커스 그룹.

은 연구팀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과정

으로 첫째 연구팀이 참여자로부터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하고,

둘째 참여자들 간에 제시된 주제에 관한 대화를 유도하고 셋,

째 연구팀이 참여자로부터 배운 것을 요약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세 가지 과정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집단토.

의에서 토의될 수 없는 부분은 개별면담이나 설문지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 , , , 2000;

Morgan, 1998; Morgan & Scannell, 1998).

연구 대상
서울 일 지역의 남녀공학 중학교 개교 고등학교 개교를1 , 2

임의로 선정하여 교장선생님과 보건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

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차로 흡연 및 금연. 1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는데 설문 문항 중,

에 과거 흡연을 했거나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 중 금연경험

을 가진 학생으로 금연경험에 관한 포커스 그룹인터뷰에 지

원할 학생은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하였다 차후 설문지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최종 동의를 받았으

며 언제든지 토론을 중지하고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의 크기는 주제 자체가 표출하기 쉽지 않고 정

서적인 측면을 포함한 것이므로 의Morgan & Scannell(1998)

안내에 따라 한 그룹 당 명 이내로 결정하였다 포커스 그룹6 .

의 수는 대규모 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형적으로 개에서3

개가 일반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차 명 차 명 차5 . 1 4 , 2 5 ,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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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 총 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의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15

였다.

시작 전 개별적으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서로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고 토론의 규칙을 설명한 후

토의를 시작하였고 도입 전환 주제 마무리 질문으로 진행되, , ,

었으며 주된 질문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에게 있어:

담배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금연은 어떻게 시?,

작했나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흡연을 계속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배를 끊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

엇입니까 청소년이 금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전 내용을 녹음을 하였으며 한

그룹 당 평균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2 . 2003

년 월 초부터 월 말까지이다1 2 .

자료 분석
과 가 제시한 분석과정 즉 연구Morgan(1998) Krueger(1998) ,

시작시기 포커스 그룹도중 포커스 그룹 직후 전체 포커스, , ,

그룹 종료 후의 단계로 이루어졌다4 .

연구시작 전에 문헌고찰을 통해 도입 전환 주제 및 마무, ,

리 질문을 정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진행 중에는 토론 내용을,

경청하였고 특히 토론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나 논리가 맞,

지 않는 내용 등을 재확인하기 위한 추가질문을 하였으며 한

그룹을 마칠 때마다 칠판에 정리된 내용을 함께 보며 토론

내용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확인을 받았다.

포커스 그룹 직후에는 토론 중 중요한 주제로 인식한 것,

기대와 달랐던 내용 특이사항 등에 대한 토의에 대한 논의,

를 정리했으며 녹음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debriefing) .

부족한 내용은 토의 후 남게 하여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즉시 필사.

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분석한 자료와

토론 직후 논의 노트 현장노트 등을 합하여 다음(debriefing) ,

그룹의 토의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룹에서 제시.

된 주제가 두 번째 그룹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주

제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했으며 첫 그룹에서 제시된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진행자가 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토론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그룹에.

서는 주제들이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

아 면담을 종료하였다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에는 필사본.

을 단어 맥락 내적인 일관성 의견의 빈도 의견의 다양함과, , , ,

강도 특이성 중요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반복적으로, ,

나타나는 경향이나 양상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필사본의 분석. ,

현장노트 토론 직후 논의노트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는 지,

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공통된 의미에 따라 하위범주와 범

주로 분류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질적 연구의 전문가인 간호학

교수 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종 분석을 하였고 이 결과를1

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 자신의 경험이 잘 기술되었는지1

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학생이 명 고등학생이 명으로 총 명이었다 여학생이6 , 9 15 .

명이고 남학생이 명이었으며 모든 학생이 금연경험이 있으6 9

나 현재 금연에 성공한 학생은 명이고 금연에 실패한 나머3 ,

지 학생은 일 개피 에서 한 갑까지 흡연을 하고 있었다1 1-2 .

연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금연 경험으로부터 6

개의 범주와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개의 범주는 금24 . 6

연의 계기 금연유지를 위한 노력 재 흡연의 유혹 유혹의 극, , ,

복에 따른 자신감 향상 반복되는 금연실패로 인한 좌절 금, ,

연지속을 위한 대안요구이다 분석결과를 범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연의 계기•

흡연 중 금연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신체의 악영향 인지,

중요한 타인의 영향 불편한 마음 학업 성취도 저하 대인관, , ,

계의 협소화 나쁜 이미지 우려 때문이었다, .

연구 참여자 중 명이 기침 가래 폐활량 및 지구력 감소11 , , ,

체력감소 피부가 나빠짐 키가 크지 않음 어지러움 울렁거, , , ,

림 등을 스스로 느끼거나 흡연친구들의 신체변화를 관찰하면

서 금연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성친구와 비 흡연친구가 진심.

으로 자신을 위해 금연할 것을 충고하면 스스로 금연할 마음

이 생겨 금연시도를 한 반면 부모가 다양한 처벌과 감시로

금연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마지못해 금연을 시도했다고 하였

다 또한 학생의 흡연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에는 발각의 두려움 떳떳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금연,

을 시도하였다 흡연 후 성적이 떨어진 사례와 운동 특기자로.

흡연 후 운동의 효과가 떨어진 사례에서도 금연을 시도하여

실제적인 성취도 저하가 금연의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금연계기는 흡연친구 이외의 동성친구나 이성.

친구들과 만날 때 왠지 어색하고 흡연사실이 드러날까 조심

하게 되어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했으며 자신에게서 나쁜 냄,

새가 나고 지저분한 인상을 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금연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영 란

26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1(1), 2005 1

신체의 악 영향 인지< > 가래가 많이 생기고 어떤 때는 가

래가 많이 끓어요 기침도 자주하고 체육 시간에 뛰다보면. ..

숨이 차서 잘 뛰지도 못하고 폐활량이 많이 줄었어요 키...

도 잘 안 크는 것 같고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때도 생기구

요.....

중요한 타인의 영향< > 여자 친구가 걱정하면서 담배를 피

우지 말라고 한 달간 담배 끊는 것을 보면 정식으로 사귀겠,

다는 말에 담배를 끊었었죠 그 후 다시 피우지만. ...

불편한 마음< > 학생신분으로 담배를 숨어서 피우니까 내“

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부끄러운 생” .

각도 들죠 특히 선배나 어른들 만날 때는 더욱 그렇죠. ...

학업성취저하< > 저는 지금 운동선수고 앞으로도 운동선수

를 계속할 건대요 담배 피우고 나서 확실히 나빠졌어요 이. .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젠 정말 담배 끊어야 해요 시합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

처음에 담배 피우면 집중이 잘 되서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더

니 이젠 담배 생각만 하다보니 공부가 더 안돼요 성적도, .

떨어졌어요.

대인관계의 협소화< > 처음 만나거나 잘 모르는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조심

스럽더라구요 실망할까봐 일단 숨기게 되죠 어색하고 불. . .

편해서 피하게 되죠.

나쁜 이미지 우려< > 담배 냄새가 옷에 배 일까봐 항상 신

경 쓰이죠 이성 친구 만날 때 특히나 그래요. .

금연유지를 위한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서 금연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 운동. ,

등 하루의 일정을 바쁘게 만들어 담배를 생각할 시간을 없애

려고 노력했고 피아노 드럼 컴퓨터 등의 취미생활을 더욱, , ,

열심히 하면서 담배생각을 잊으려고 하였다 또한 가능한 한.

흡연 친구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쑥 담배 금연 초,

같은 금연보조제도 이용했으며 입이 심심할 때마다 껌이나,

사탕 등을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금연을 위한 이러한 행동은 체계적인.

금연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행동으로 대다수

의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관심 돌리기< > 바쁘다보면 담배 피는 것도 깜박하거든

요 바쁘게 지내는 거죠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가고 오자,.. .

마자 운동하고 아침 시 나가서 새벽 시에 들어오게 바쁘, 6 2

게 지내다 보면 담배 생각이 덜 나거든요 담배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제가 드럼 치는 것을 좋아하는...

데 아예 거기에 확 빠져 버리는 거죠.....

친구관계 조절< > 담배 피는 애들 옆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

했어요 담배 없으면 안 피우게 되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 .

요 친구에게 내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부탁도 해.......

보았어요.

먹는 것 조절< > 배가 부르면 담배 생각이 나니까 음식도

줄이고 중간 중간에 물 많이 마시고 입이 심심할 때는... ...

사탕이나 껌 등을 씹었어요...

금연 보조제 활용< > 쑥 담배가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그거 피면 냄새가 역겨워요 숯 타는 냄새가, .

나요 금연 초 피우다 다시 담배를 피면 몸에서 담배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피우게 되긴 해요.,, .

재 흡연의 유혹•

연구 참여자들이 금연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

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 흡연을 조장하는 다양한 유혹이

있었다 흡연을 다시 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고 체중이.

증가되었으며 심리적 및 신체적 금단 증상이 일부 나타났다.

또한 주변 환경은 쉽게 담배와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특히 흡연친구와 만날 때 식사 후에나 화장실에 갈 때는,

더욱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흡연.

욕구는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흡연욕구< > 담배를 끊었을 때도 계속 담배생각만

나요 담배생각을 하면서 피울까 말까 갈등을 하는 거죠. , ..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

를 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생각이 나죠. ...

식사 후에 특히 배가 부를 때 담배 피우는 친구들을 만날,

때 는 담배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줄 곧 담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들 중 명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흡연의 금5

단증상을 호소하였다 소화불량 두통 갈증 등의 신체적 증상. , ,

과 의욕저하 집중력 저하 등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였고 금, ,

연 후 체중이 증가된다고 호소하는 학생도 명 있었다 이러3 .

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흡

연을 재 시도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금단증상< >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움.

직이기도 싫어요 어디 가기도 싫고 의욕이 없어져요 공, .. .

부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뭐라고.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는 거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요.

체중 증가< > 금연하고 나서 체중이 나 늘었어요 그런2 .㎏

데 다시 피우니까 원상복귀 하더라구요 담배 끊으면 입이.

심심하니까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들이 금연을 위해 노력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흡연 친구들은 금연을 시도하는 친구에게 야유

를 퍼붓고 일부 교사들은 흡연을 묵인하고 있었다 가정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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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스트레스는 지속되지만 담배 이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안 책이 부재한 상태이며 친구나 가게에서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었다.

흡연이 만연된 학교 환경< > 한 반에 담배 안 피우는 애는

명 정도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소심한 아이들 빼고는10 . ,

다 피워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어떤 선생님은 니네 담배 몇 갑피냐고 무슨...... ,,

담배 피우냐고 그래요 어떨 때는 같이 담배를 피우는데요. ..

어떤 선생님은 들키지만 말라고 그래요.

흡연 친구들의 유혹< > 친구들이 너 얼마나 하나보자 하면

서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요 자기만 피우면 되는데 자꾸.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를 하지요 그냥 한대만 해봐 하다보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죠 흡연 친구들을 안 만나다가.

주말에 잠시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를 건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피우게 되요...

용이한 담배구입< >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담배를 살 수

있어요 슈퍼 중에 검사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

를 쉽게 사지요 짜장면 시키면서 담배를 함께 배달시켜....

요 돈 많은 친구는 담배를 막 뿌려요 내가 돈이 없어..... ,

도 담배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담배 피우시.

니까 담배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요.. .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건전한 해소책 부재< > 부모님은 툭하

면 싸우시고 집에서 신경질만 부리고 우리들은 괜히 스트레.

스 받죠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고 동생과 비교하.

는 것도 듣기 싫고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고 열 받는 일이 많죠 우리들.

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노래방과.

방도 가면 담배를 팔고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담배PC .

는 우리들의 비상 탈출구예요 게다가 저렴하죠. .

유혹의 극복에 따른 자신감 향상•

금연에 성공한 명 학생들은 지금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3

고 있는 학생들은 과거 단기간이지만 금연에 성공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했으며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금연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금연성공에 자신감을 갖

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금연을 실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성공한다면 매우 자신감이 향상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배 생각을 하면서 피울까 말까 갈등을 하는 거죠 겨우, .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또 뿌듯해요 아 애들은 피우는데. -

나는 안 핀다 이러면서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죠. ...

만약 내가 금연을 한다면 나 스스로도 나를 대견하게 생,

각할 것이고 친구들도 나의 강한 의지를 인정하면서 멋진 놈

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금연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강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 무척 기특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자.....

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반복되는 금연실패로 인한 좌절•

연구 참여자들 중 명은 여러 번의 금연시도에도 불구하12

고 약한 금연의지 금단증상 체중증가 그리고 흡연을 조장하, ,

는 환경의 영향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흡연을 하게

됨에 따라 점점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 금연을 포기하

는 심정에 이르렀다.

담배를 끊었다고 친구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끊었

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나도 지금 당장 끊는다고 해..,,

도 그렇게 오래 갈 거 같지 않고 힘들어요 애들이 필 때... .

마다 피해 있어야 하구요 어떻게 매 번 그렇게 하나요.. ....

그냥 부질없는 짓이야 거의 모두 다시 담배를 펴요 금연... ,

했다 다시 담배 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

러워요 금연 했다가도 일상처럼 다시 돌아가서 피죠. .....

금연지속을 위한 대안요구•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되는 금연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감소

되고 체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어떤 도움을 주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를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

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금연의

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연의 신체 유해성에 대한 증거 중

심의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으며 금,

연 껌 금연패치 금연 침 쑥 담배 금연 초와 같은 금연보조, , , ,

제를 활용하면 금연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

다 또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탓에 자신들이 다시 재 흡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에게 담배의 판매금지를

강화하고 금연건물을 확대하며 강력한 학교의 흡연 방지책이,

요구될 뿐 아니라 담배제조를 금지하는 강력한 환경적 규제

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부모와 교사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금연을 유도해 주길 원하며 어른들이 모범적으로 금연행동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대중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줄이고 다.

양하게 금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금연의지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개발< > 금연의지

를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의지 자기 자신의 의.. ,

지 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금연하라고 강요해도 내가 할 마.

음이 없으면 끊기가 어려워요 친구가 옆에서 피워도 나는.

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금연의지를 불러일으키려면 지금 같은 교육은 도움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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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요 흡연의 시간에 따른 폐 등의 신체변화 금연시작 후. ,

시간에 따른 폐의 회복과정 흡연하는 학생들의 폐를, X-ray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것 등 실제적인 내용이 담긴 교육이

필요해요.

금연보조제의 효과적 활용< > 아버지가 그러는데 금연 침을

맞으면 도움이 된대요 금연 초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

함께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경적 규제< > 학교에서도 흡연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하고

벌을 주어야지요 소지품 검사도 자주하고 걸리면 가만 두. ,

지 않고 선생님도 담배 피우지 말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해

야지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

구요 제일 좋은 것은 담배회사를 없애는 거예요. .

어른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모범적 행동< > 무조건 담배만

끊으라고 압력을 주면 욕하죠 담배 값만 올라도 욕하는 데.

요 피지 말라고 하면 더 피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호기. .

심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대중매체의 금연운동< >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인터넷이나

광고에다가 흡연 실태나 유해성에 대해 광고하면 다시 한TV

번 생각해볼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좋겠구요.

연구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신체의 악영향 인지 중요,

한 타인의 영향 학생 신분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 학업 성취, ,

도 저하 비 흡연 친구와의 대인관계 협소화 및 나쁜 이미지,

우려의 이유로 금연을 시도하였다 금연을 유지하기 위해 담.

배로부터 다른 곳으로 관심 돌리기 흡연 친구관계를 조절하,

기 먹는 것 조절하기 그리고 금연보조제 활용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흡연욕구 금단 증상 및 체중증가 그리고,

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등이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시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금연에 성공한 명은 금연. 3

에 성공한 지금 그리고 명의 학생은 단기간이지만 금연에12

성공했을 때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 금연에 성공하게,

된다면 자신감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다 명의 연구 참여. 12

자들은 반복되는 금연실패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앞으

로 흡연하는 청소년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는 금연의지 강화방법 및 환경적 규제 등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논 의

청소년의 금연경험 분석에 따른 범주별 논의는 다음과 같다.

금연계기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Sussman et al.(2001)

금연동기 요인으로 돈 흡연으로 인한 질병 흡연으로 인해, ,

아픈 사람을 주위에서 볼 때 창피함 친구의 반대와 나에게, ,

관심 있는 사람들의 압력이 분석되었고 이, Stanton(1995)

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용 건강 체력관리 나쁜15-18 , , ,

이미지 사회적 압력 단순히 습관을 없애려는 것이 금연동기, ,

로 나타났다 가 학년을 대상으로. Stone & Kristeller (1992) 10

금연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 모발 및 옷의 냄새 중독 가족, , ,

의 반대 비용 친구들의 놀림 코치의 반대 등이 나타났으며, , , ,

이 청소년의 금연동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비Donovan(2000)

용 건강상의 이유 체력 나쁜 이미지 사회적 압력과 습관교, , , ,

정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

교할 때 신체의 악영향 인지 중요한 타인의 영향 그리고 나,

쁜 이미지 우려가 공통적인 금연계기로 나타난 반면 비용과

중독 습관교정 성취도 저하 대인관계의 협소화 불편한 마, , , ,

음 등은 일치하지 않아 국가 즉 문화에 따라 금연동기에 다

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영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의 인체(1995)

유해성 담배냄새 청결치 못함 이미지 손상 경제적 비용 간, , , , ,

접흡연에 대한 죄책감 사회적인 금연운동과 금연홍보 등이,

금연동기로 나타났으며 의, Curry, Wagner & Grothaus(1990)

성인대상 연구에서도 금연동기로 두개의 내재적 동기건강에(

대한 관심 자기조절의 소망와 두개의 외재적 동기즉각적 보, ) (

상 사회적 영향가 나타났다 금연프로그램을 수료한 성인을, ) .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도 금Matheny & Weatherman(1998)

연을 원하는 가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지는 건강과 관12 6

련된 이유이고 나머지는 비용 절약 주름살 예방 조절감 성, , ,

취감 자녀의 건강보호 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 ,

타났다 김애경 의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금연. (1998) ,

에 대한 사회적 압력 그리고 금연의지가 금연을 시도하는 인

과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최경원과 김귀분 의 연구에, (2002)

서는 흡연이 무익하다는 생각이 한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나

왔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인의 금연 동기는 청소년의.

금연계기와 다르게 비용 간접흡연에 대한 죄책감 가족에 대, ,

한 책임과 배려 사회적인 금연운동의 영향 자기 조절의 소, ,

망 호기심 감소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금연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

우에는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심

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연유지를 위한 노력
김소야자 등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2001)

고등학생들이 금연을 위해 주변에서 흡연기구 치우기 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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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물 마시기 수면하기 껌이나 사탕 먹기 등의 활동을 실천, ,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운동하기 수면하. ,

기는 본 연구결과의 관심 돌리기 와 물 마시기 껌이나 사탕“ ” ,

먹기 등은 먹는 것 조절하기 와 같은 결과이며 흡연기구 치“ ” , “

우기 는 본 연구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다” .

한편 문선영 의 성인대상 연구에서는 흡연욕구 극복을(1995)

위해 자신의 의지력과 물리적 환경조절 그리고 자신이 금연

중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 등을 금연유지 방법으

로 사용하였다 김애경 은 담배를 폐기하고 담배 대체식. (1998)

품을 사용하면서 담배와의 단절을 꾀하고 흡연유혹을 참고,

금연의지를 표명하면서 금연의지를 강화하는 방법과 흡연계기

소멸방법을 금연유지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

현과 이경순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행동과 운동이(2002)

금연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최경원과 김귀분, (2002)

의 연구에서는 금연을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 하나의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나타났다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

석해보면 금연의지 강화법 흡연기구 없애기와 물리적 환경조,

절을 포함하는 흡연계기 소멸방법 금연보조제 및 담배대체,

식품의 사용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지지를 해 주는 지,

지체계의 활용 대체행동 및 비용 등이 금연유지를 위한 방안,

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친구

관계 조절하기의 흡연계기 소멸방법과 금연보조제 및 담배

대체식품 사용 등의 결과는 일부 나타났으나 금연의지 강화

방법 흡연기구 제거법 적극적인 지지체계 활용방법 등은 거, ,

의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들의 금연유지를 위한 노력이 제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 흡연의 유혹
신성례 의 흡연청소년 연구를 보면 동료의 압력으로(1997)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친구의 흡연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흡연이 지속된다

고 하였다 의 연구에서 금연시도가 성. Burt & Perterson(1998)

공할 가능성은 흡연동료의 수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은 동료의 영향을 고려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 금연 프로그램은 개인으로. 10

뿐 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의 흡연 청소년을 고

려해야 한다 정혜경 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1)

흡연경험 연구에서도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한정된 자유 수많은 제약 속에서 또래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수단과 가중된 스트레스 해소수단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흡연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올바른 놀이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다 한편 은 대들이 흡연의 해로움에 대. Donovan(2000) 10

해 알고 있으면서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흡연

이나 다른 건강위험 행동과 관련된 가족과 친구의 존재 저,

학력 가족 또는 학업에 대한 낮은 포부 흡연의 건강 유해함,

에 대한 불인지 또는 자신의 취약성 부인 흡연에 대한 잘못,

된 이미지흡연을 통제력에서 벗어난 독립한 의미로 수용 담( ),

배회사의 광고 담배에의 용이한 접근 니코틴 의존성이 있다, ,

고 하였다 김문실과 김애경 의 여대생의 흡연행위 연. (1997b)

구에서는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력 부족과 습

관이라고 했다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연지.

속을 방해하여 재 흡연을 하게 하는 유혹으로 분석된 것은

흡연동료의 압력과 관계유지 흡연가족이나 친구들의 존재와,

수 의지력 부족 건강위해 불인지 취약성 부인 용이한 접근, , , , ,

니코틴 의존성과 습관성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의지력 부족 건강위해 불인지, , ,

취약성 부인 가족의 흡연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의지력 부족과 건강위해 불인지는 이 주제에.

서 도출되지 않았으나 포커스 그룹 논의를 통해 자신들의 금

연의지가 부족했고 흡연의 건강유해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어 금연지속을 위한 대안 의 하“ ”

나로 금연의지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개발 을 제시“ ”

하였다.

한편 김애경 의 성인 대상연구에 의하면 흡연에 대한(1998)

갈망 심리적 불안정과 신체적 금단증상 그리고 가족원 동료, , ,

상사와의 갈등 특히 일과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 술자리, ,

및 동료의 흡연영향 의 흡연 장면 담배 자판기 등이 금연, TV ,

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장성옥

과 박창승 은 금단증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가장 흡(2001)

연을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원과 김귀분 의 연. (2002)

구에서는 익숙해진 행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움 명현 현상,

초래 가치관의 흔들림과 사회생활의 폭이 좁아짐이 금연을,

방해하는 일반적 구조로 분석되었고 서경현과 이경순, (2002)

의 연구에서는 양가감정 흡연욕구 체중증가 금단증상이 일, , ,

반적 구조적 진술로 나타났다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금연지속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금단증상 가족, ,

동료 및 직장관련 스트레스 흡연동료와 술자리 니코틴 의존, ,

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대중매체 담배 자동판매기 등으로, ,

분석되어 청소년과 다른 금연의 장애요인이 분석되었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성인의 경우 금

단증상이 매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고 흡연친구와 흡

연이 만연된 학교환경 대신 직장과 관련한 흡연동료와 술자

리 등이 금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발

생과 대처방안 등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금단증상과 스트.

레스 대처방법 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와 직장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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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 모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인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청소

년 금연을 위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한편 금연 후 나타나는 금단증상은 금연자로 하여금 불편

함을 느끼게 하여 다시 재 흡연을 하게 하는 금연의 한 가지

장애 요인이 된다김애경 문선영 일부 전문가는( , 1998; , 1995).

청소년에게 있어 중독과 위축증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대 들이 강한 흡연욕구 불, 10 ,

안정 집중력 저하 등의 의존과 위축의 증상을 보인다는 결과,

가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서 더 빠르게 니코틴 의

존이 발생하므로 금연프로그램에는 니코틴 대체요법이 포함되

어야 한다(Donovan, 2000).

유혹의 극복에 따르는 자신감 향상과 반복되는
금연실패로 인한 좌절

최경원과 김귀분 의 연구에 의하면 만족스러움 쾌적(2002) ,

함 그리고 안위증진이 금연 후 결과로 나타났으며 서경현과

이경순 의 연구에서도 금연 후 자신감 향상과 건강증진(2002)

이 나타났다 김애경 의 연구에서는 금연결과로 건강증. (1998)

진과 흡연의 재시도가 결과로 나타났으며 문선영 의 연, (1995)

구에서는 금연 후 건강상태 향상 인간관계지역사회 친구, ( , )

및 가족 분위기의 호전 성취감 깨끗함 체중증가 등을 보여, , ,

청소년과 다르게 금연 후의 긍정적 결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

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경험에 관한 결과로 금연에 성

공하게 되면 자신감 향상 뿐 아니라 건강상태의 향상 쾌적함,

과 안위의 증진 등의 긍정적 결과가 많이 나타났는데 본 연

구 참여자들은 금연 후 자신감 향상 이외에는 금연 후의 긍

정적인 상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였다 최근 건강증진 운동과 함께 웰빙.

열풍이 불고 있으므로 앞으로 질병예방의 차원에(wellbeing)

서 뿐 아니라 건강증진 운동 차원에서 금연의 웰빙 부분을

강조하면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금연에 동기화

되어 금연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애경.

은 금연 후 금단증상에 대한 지각 및 흡연을 간절히 원(1998)

했던 느낌은 후에 금연에 대한 부정적 느낌으로 남게 된다고

하였다 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Stone & Kristeller(1992)

에서도 여러 번의 금연 시도 후 실패는 이후의 금연을 시도

하겠다는 의도를 낮게 만든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반복“

되는 금연실패로 인한 좌절감 이란 부정적 정서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혜원 은 금연에 실패한. (1999)

대상자들에서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금연실패 후 재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관리는 인지적 접근방

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금연실패에 따르는 부

정적 정서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금연지속을 위한 대안요구
은 흡연을 계속하게 하는 내 외적 압력Engles et al.(1998) ,

에 저항하는 흡연자의 자신감과 이러한 압력들에 대응하는

능력 즉 자기 효능감이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는 흡연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신, Stone & Kristeller(1992)

념이 성공적 금연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장영미. (1991)

는 친구와 부모가 흡연과 금연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라고 하였으며 그 외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금

연을 위해 배우자 가족 그 외 의미 있는 지지원들의 지지가,

금연결정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김혜원 재인( , 1999,

용 서일 등 은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 (1998)

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

인적인 문제로 생각할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등

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근 청소년

흡연을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의 흡연을 말

리는 어른이 없고 담배회사가 청소년을 미래의 고객으로 유

혹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건강유해성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

육 자기 효능감 증진 부모와 친구 등 지지자들의 도움 그리, ,

고 사회적이고 환경적 규제가 금연을 지속하도록 하는데 기

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금연의

지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어른들의 지속적인 애정,

과 모범적 행동 환경적 규제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는 성공적인 금연Rose(1991)

을 위해 금연시작 전에 자기 관리술을 확립해야 하고 가족,

친구 등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금연계약

등의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김애경( , 1998

재인용 문선영 은 흡연자와 그 가족에게 흡연의 건강유) (1995)

해성 및 비용지출 등을 포함하는 교육 사회적 규제와 홍보, ,

정부의 법적 제재와 금연운동 정책 대중매체 홍보가 필요하,

며 연령별 또는 성별 특성에 따른 금연을 위한 접근이 필요

하다고 제언한다 최경원과 김귀분 은 금연자는 흡연충. (2002)

동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흡연충동 대처법의

개발 금단증상 관리 동료그룹의 지지 및 흡연의 유해성에, ,

대한 확실한 인식변화와 금연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강조

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서경현과 이경순 은 금연 시도(2002)

후 시간에 금단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므로 이에 대한 즉24-48

각적인 중재와 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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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금연에 따르는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

년 대상의 연구결과는 다르게 흡연자 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

한 교육 교육내용의 다양함 금단증상 관리 흡연충동 대처를, , ,

포함하는 자기 관리술 사회적 규제와 홍보 정부의 법적 제, ,

재와 금연운동정책 대중매체홍보 가족 및 사회의 지지체계, ,

활용 등 금연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청소.

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로 보면 가족

을 대상으로 한 흡연의 유해성 교육 구체적인 금단증상 관,

리 충동 조절법 및 스트레스 대처기술 정부의 법적 제재 학, , ,

교 지지체의 활용 긍정적 정서 및 안녕감의 강조 등이 본 연,

구결과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금연지속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

문으로 제한된 내용이 도출되었으므로 금연성공을 위한 전문

가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최근 건강증진 운동의 영향으로 성인의 흡연율은 감소하나

청소년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가장 높은 흡

연율을 보이므로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흡연예방과,

금연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에 대한 중재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과거.

흡연을 했던 학생으로 금연의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금연유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금연경험을 탐색하고,

자 이들의 금연경험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과 가 제시Morgan(1998) Krueger(1998)

한 분석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금연의 계기 금연유지를 위한 노력 재 흡, ,

연의 유혹 유혹의 극복에 따른 자신감 향상 반복되는 금연, ,

실패로 인한 좌절 금연지속을 위한 대안요구의 개의 범주가, 6

도출되었다 청소년의 금연계기는 성인과 다르며 금연을 위한.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재 흡연의 유혹이 개인적 및 집단적으

로 많은 상황에서 흡연에 성공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감이 향

상되나 금연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좌절감으

로 금연을 체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의 직.

접적 및 간접적 피해 뿐 아니라 금연 후의 긍정적 효과를 강

조하고 실패에 따르는 부정적 정서를 중재하면서 금연을 동

기화하여 금연성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금연경험 토론을 통해 앞으

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제시한 대안요구의 내용 역시 제한

된 내용이므로 청소년의 금연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

움이 필요하며 흡연 청소년 개개인을 위한 대안 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을 허용하는 학교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시도의

계기 금연유지 과정 및 결과에 이르는 금연경험을 탐색한 연,

구로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책마

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흡연청소년의 금연과정 각 단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

기 위해 반복적인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흡연 청소년들은 금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

하고 스스로 금연을 시도하여 반복적 실패와 이에 따르는

금연체념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들이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금연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청소년 금연중재프로그램은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것이어∙

야 하며 금연의 계기 금연과정에서의 장애물 금연방법, , ,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흡연을 허용하는 학교와 사회의 분위기를 변혁∙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이에 따르는 성인들의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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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Young-Ran
1)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moked or were ex-smokers.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3 groups (15 students), and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tic method of Morgan (1998) and Krueger

(1998). Results: Six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y included reasons to quit smoking, efforts to maintain smoking

cessation, lures to start smoking again, improved self-esteem after overcome temptations, frustration following

repeated failures in attempts to quit smoking and suggestions to help maintain smoking cessation.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reasons for quitting smoking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adults, strategies to maintain

smoking cessation were limited and repeated failure in attempts to quit smoking led students to give up attempting

to quit smoking. Conclusion: A high percentage of adolescent smokers want to quit but are unsuccessful in doing

so. Considering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moking cessation programs and strategies should be carefully

developed to be more effective in help adolescents quit smoking and maintain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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