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흡연 우울 주의집중력: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최근 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확산 된 금연운동으

로남성흡연율은 년 에서 년 로감2004 57.4% 2006 49.2%

소하였지만 청소년흡연율은남학생은 년 에, 2004 15.9%

서 년 로 여학생은 년 에서 년2006 20.7% , 1993 2.2% 2006

로 증가하였다 또한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5.2% .

어청소년의흡연문제가심각하다(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KASH, 2006).

청소년의 흡연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가치관혼란및정서적압박감 학업문제 진로, ,

문제 친구 교사 부모와의관계 이성교제 외모 가정문, , , , , ,

제및성문제등과관련된스트레스때문인것으로나타

나며 스(Koval, Penderson, McGrady, & Carvajal, 2000),

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인 증상으로 우울이 발생한다

청소년들은자기조절과자기통제능력이(Hah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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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여감성에치우쳐판단하고 스트레(Chang, 2006),

스를흡연이나약물남용과같은문제행동으로대처한다

청소년의 흡연(Moolchan, Ernst, & Henningfield, 2000).

동기의 가 우울한감정을해소하기 위함으로31% (Hahm,

우울은흡연의예측인자로보고되고있다2005). (Breslau

한편주& Johnson, 2000). 의집중력은주어진시간에과

제를 완성하기 위해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으로 집중력은 학업수행에 필(Kim, 2007)

수적요소이다 주의집중력이높은경우학습(Seo, 2004).

하는과정에서중요정보를종합적으로판단하고그정보

에주의집중을기울이며 그결과중요한정보를효과적,

으로학습할수있다 반면주의집중력이낮은경우집중.

력이필요한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여불필요

한정보나자극을무분별하게받아들임으로서비효과적

으로학습을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Anderson, 1981).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주의집중력이 저하되며

주의집중력저하는과(Bhum, Morris, & Anderson, 1996),

제수행이나 학습장애의 원인 이 되기 때문에(Seo, 2004)

학업수행이중요한시기인청소년기의주의집중력은중

요한 문제이다.

청소년의흡연에대한선행연구로는흡연실태및요인

분석 흡연과 우울 흡연과 스(Chang, 2006), (Chung, 2006),

트레스(Hahm, 2005), 스트레스와주의집중력에미치는중

재효과 우울과 주의집중력(Kim, 2007), (Joung, Song, &

및주의집중력과학업성적 등이있Lee, 1995) (Seo, 2004)

었으나 흡연과주의집중력에대한연구는없는실정이다, .

이에본연구에서는청소년의흡연과우울및주의집중

력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 예방 및 금,

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

한다.

청소년의흡연여부에따른우울및주의집중력을파∙

악한다.

청소년의 흡연량 우울및 주의집중력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용어정의3.

흡연1)

흡연이란 매일 습관적으로 개비 이상 흡연하거나1 ,

매일 흡연을 하지 않지만 매 주말 짧은 시간에 규칙

적으로 흡연하는 것을 의미한다(KASH, 2006).

우울2)

우울이란 근심 침울함 무력감 우울감 등의 기분변, , ,

화와 흥미상실 수면장애 피로감 피해망상 및 환청 등, , ,

의 기분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American Psychiatric

본 연구에서는 가 개Association, 1994), Radloff(1977)

발한 우울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를 과 가 한국인에Depression: CES-D) Chon Lee(1992)

맞게 수정한 우울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주의집중력3)

주의집중력이란효율적으로작업을수행하기위해지

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 개발한(James, 1896), Nideffer(1976)

대인간 주의유형 검사(Test of Attention and Inter-

를국내청소년을대상으로수정한personal Style: TAIS)

주의집중력 도구 로 측정한 점수(Seo, 2004; Shin, 1988)

를 말한다.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설계는 청소년의 흡연과 우울 주의집중력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2.

본 연구는 경남 소재 개 고등학교 반 학생 명2 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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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자2006 12 4 12 15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자료가 누락 된 부. 14

를 제외한 부 를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138 (91%) .

연구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연구참여

를 자발적으로 허락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과정과

언제든 연구대상자를 철회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익명

성을 보장하고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도구3.

흡연량 측정1)

흡연량 측정은 일 흡연 개비수와 흡연기간을 곱한1

값 을 기준으로 과다 흡연군과 중등도 흡연군으로40

분류한 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Hong(2004) .

흡연군은 명 이었으며 과다흡연군은 명46 (33.3%) , 31

중등도 흡연군은 명이었다(22.5%), 15(10.9%) .

우울 측정2)

우울 측정은 가 개발한 우울도구Radloff(1977) (Center

를for Epidemiological Sudies-Depression: CES-D) Chon

과 가한국인을대상으로 수정한자가보고형Lee(1992)

우울도구 를사용하였다 본도구는총 문항으(CES-D) . 20

로구성되었으며 점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우, 4 Likert

울이높은 것을 의미한다. Boyed, Weissman, Thompson

과 의 우울 기준에 따라 우울군 점 이상Myers(1982) (16 )

과 정상군 점미만으로 분류하였다 개발당시 측정도(16 ) .

구의신뢰도는 Cronbach's ⍺ = 였으며 본연구의신.85 ,

뢰도는 Cronbach's ⍺ = 이었다.73 .

주의집중력 측정3)

주의집중력측정은 가운동선수를대상Nideffer(1976)

으로 개발한 대인간 주의 유형검사“ (Test of Attentional

로 총 개 문항으로 개and Interpersonal Style: TAIS) 144

발당시신뢰도 Cronbach's ⍺ = 이었다 본연구에사.98 .

용한 주의집중력 도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움직

임 학습상황에맞도록 이 문항으로수정한Shin(1988) 12

것으로 청소년의 주의집중력과 학업성적관련 연구(Seo,

에서도2004) Cronbach's ⍺ = 로 신뢰도를 확인한 바.85

있다 본 연구에서는간호학 교수 인 고등학교 교사. 2 , 1

인 교육학 전공자 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 1

으며 요인분석 결과 개요인의설명분, (factor analysis) 6

산은 로 나타났다 본 도구는포괄적외적집중력73.9% . -

신속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집(

중할수있는능력 포괄적내적집중력지적능력및조), - (

직력을바탕으로적절한판단을할수있는능력 한정),

적효과적 집중력한 가지 일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

있는 능력 한정적비효과적 집중력과도한 긴장으로), - (

한 영역에만 주의를 집중하여 실수를 유발하는 정도),

외적과부하 집중력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 (

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 내적과부하 집중력생각이), - (

나 주의가 산만하여 실수를유발하는 정도의 개 하위) 6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점수가 높. 5

을수록주의집중력이높은것을의미한다 의. Shin(1988)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 로 나.89

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 = 이었다.61 .

자료분석방법4.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WIN 13.0

여 분석하였다.

일반적특성과흡연관련특성은실수와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 2 로구하-test, Fisher's Exact test

였다.

∙ 대상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 및 주의집중력

은 와 사후검정으로는 를ANOVA Scheffe‘s test

하였다.

대상자의 흡연량과 우울 및 주의집중력의 관계는∙

로 분석하였다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연구결과II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관련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 같다Table 1 .

대상자는 학년이 였으며 성별은 남학생1 67.4%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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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학생 명 이었다 한 달 용돈은(55.1%), 62 (44.9%) .

만원이 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 흡연하는3-5 45.7% ,

대상자가 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대상자는64.5% . 79%

였으며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는 였다, 68.1% .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보통이 교사만족도는 보49.3%,

통이 였으며 성적은 하가 친구관계는 만52.2% , ‘ ’ 63%,

족하는 경우는 로 가장 많았다55.1% .

과다흡연군 증등도흡연군 비흡연군은 성별 가족, , ,

동거여부 부모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및 교사만족도, ,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은 와 같다Table 2 .

흡연동기는 호기심이 였으며 흡연시작 시기는50% ,

Table 1. The characteristic about general of subject (N = 138)

Variables Categories n(%)
Heavy

smoking G.
n(%)(n = 31)

Light
smoking G.
n(%)(n = 15)

Non
smoking G.
n(%)(n = 92)

 p

Grade 1st
2nd
3rd

93(67.4)
25(18.1)
20(14.5)

19(61.3)
5(16.1)
7(22.6)

13(86.7)
2(13.3)
0( .0)

61(66.3)
18(19.6)
13(14.1)

.291*

Sex Male
Female

76(55.1)
62(44.9)

23(74.2)
8(25.8)

12(50.8)
3(20.0)

41(44.6)
51(55.4)

.002*

Spending money
(10,000won/month)

Less than 2
3-5
6 or more

36(26.1)
63(45.7)
39(28.3)

8(25.8)
12(38.7)
11(35.5)

5(33.3)
7(46.7)
3(20.0)

23(25.0)
44(47.8)
25(27.2)

.783*

Smoking status among
the family

Smoking
Non smoking

89(64.5)
48(34.8)

23(74.2)
8(25.8)

11(73.3)
4(26.7)

55(60.4)
36(39.6)

.295*

The family living
together

Parents
Father
Mother
Relatives

109(79.0)
9( 6.5)
12( 8.7)
6( 4.3)

18(58.1)
6(19.0)
5(16.1)
2( 6.5)

11(73.3)
0( .0)
3(20.0)
1( 6.7)

80(88.9)
3( 3.3)
4( 4.4)
3( 3.3)

.003*

The contentment about
the relation of parents

Satisfaction
Ordinary
Dissatisfaction

94(68.1)
27(19.6)
17(12.3)

15(48.4)
11(35.5)
5(16.1)

7(46.7)
3(20.0)
5(33.3)

72(78.3)
13(14.1)
7( 7.6)

.002*

The contentment abou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rdinary
Dissatisfaction

31(22.5)
68(49.3)
39(28.3)

3( 9.7)
11(35.5)
17(54.8)

2(13.3)
6(40.0)
7(46.7)

26(28.3)
51(55.4)
15(16.3)

.000*

The contentment about
the teacher

Satisfaction
Ordinary
Dissatisfaction

37(26.8)
72(52.2)
29(21.0)

8(25.8)
9(29.0)
14(45.2)

6(40.4)
5(33.3)
4(26.7)

23(25.0)
58(63.0)
11(12.0)

.001*

A school grade High
Medium
Low

10( 7.2)
41(29.7)
87(63.0)

0( .0)
9(29.0)
22(71.0)

0( .0)
2(13.3)
13(86.7)

10(10.9)
30(32.6)
52(56.5)

.064*

The contentment about
the relation of the friend

Satisfaction
Ordinary
Dissatisfaction

76(55.1)
50(36.2)
12( 8.7)

22(71.0)
8(25.8)
1( 3.2)

7(46.7)
5(33.2)
3(20.0)

47(51.1)
37(40.2)
8( 8.7)

.164*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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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시작이 흡연기간은 년이내가 였‘ ’ 63%, 1 41%

다 과다흡연군 증등도흡연군 비흡연군은 흡연시작시. , ,

기 흡연기간및 일흡연량에서유의한차이가 있었다, 1 .

대상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과 주의집중력2.

대상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과 주의집중력은

과 같다Table 3 .

대상자의 우울은 과다 흡연군과 중등도 흡연군이 비

흡연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주의,

집중력은 비흡연군이 과다 흡연군과 중등도 흡연군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흡연량 우울 및 주의집중력과의 관계3. ,

대상자의 흡연량 우울 및 주의집중력과의 관계는,

와 같다Table 4 .

대상자의 흡연량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의집중력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과 주의.

집중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The depression and attention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smoking status (N = 138)

n(%)
Heavy¹

smoking(n = 31)
M ± SD

Light²
smoking(n = 15)

M ± SD

Non³
smoking(n = 92)

M ± SD
F p Scheffe

Depression total 22.23 ± 8.62 24.87 ± 12.66 17.27 ± 8.43 8.669 .000 1 > 3, 2 > 3

Depression G
Non depression G

86(62.3)
52(37.7)

24.42 ± 7.55
10.80 ± 2.39

29.42 ± 9.25
6.67 ± 5.51

22.27 ± 5.18
11.82 ± 2.99

5.718
4.041

.005

.024
2 > 3

3 > 2, 1 > 2

Attention concentration 36.48 ± 6.12 36.47 ± 3.38 39.53 ± 3.81 7.415 .001 3 > 1, 2

Broad-external concentration
Broad-internal concentration
Narrow-effective concentration
Error of under inclusion concentration
External-overload concentration
Internal-overload concentration

6.55 ± 1.43
5.68 ± 1.43
6.84 ± 1.70
5.68 ± 1.64
5.81 ± 1.19
5.94 ± 1.73

6.40 ± .99
6.07 ± 1.98
7.00 ± 1.93
5.40 ± 2.03
6.13 ± 2.00
5.47 ± 2.03

7.18 ± 1.33
6.38 ± 1.50
7.21 ± 1.45
5.87 ± 1.30
6.63 ± 1.62
6.26 ± 1.64

4.157
2.211
.679
.744
3.388
1.585

.018

.113

.509

.477

.037

.209

3 > 2

3 > 1

Table 2. The characteristic about smoking of subject. (N = 46)

Variables Categories n(%)
Heavy

smoking G.
n(%)(n = 31)

Light
smoking G.
n(%)(n = 15)

 p

The motive to smoking Related with friend
Curiosity
Stress dissolution

11(24)
23(50)
12(26)

8(16.1)
13(41.9)
10(32.3)

3(20.0)
10(66.7)
2(13.3)

.440*

The time to begin smoking Elementary
Middle
High

8(17)
29(63)
9(20)

5(20.8)
24(77.4)
2( 6.5)

3(20.8)
5(33.3)
7(46.7)

.003*

The period to smoking Less than 12 m
13-24 m
Over 25 m

19(41)
14(31)
13(28)

7(22.6)
12(38.7)
12(38.7)

12(80.8)
2(13.3)
1( 6.7)

.001*

The smoking amount/day 1-5
6-10
Over 11

22(48)
9(20)
15(32)

7(22.6)
9(29.0)
15(48.1)

15(100.0)
0( .0)
0( .0)

.000*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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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VI.

청소년의 흡연과 우울 주의집중력과의 관련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에서 흡연청소년은 33%

였다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e(2003)

는 남학생 여학생 로 총 가 흡연군이었9.6%, 2% 11.7%

으며 의 중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hang(2006)

남학생 여학생 로 총 가 흡연군으로7.4%, 5.5% 12.5%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 Park(2007)

에서도 흡연군이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흡연자18.7%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량은 흡연빈도 나 일 동안의 흡연(Ahn, 2001) 30

일수 로 측정한 연구도 있었으나 본 연구(Chang, 2006)

에서는 일 흡연 개비수와 흡연기간을 곱한 값을 흡연1

량으로 분류한 의 기준이 더 정확하다고 판Hong(2004)

단되어 이를 적용하였으나 흡연량 분류기준의 타당성

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다 흡연군이 중등도 흡연군 보다

흡연시작시기가 빠르고 흡연기간이 길며 일 흡연양, , 1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고, ,

학교생활 만족도 및 교사만족도가 낮은 경우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와. Chung(2006) Hahm

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 흡연율이 높다(2005)

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과. Chung(2006)

Lee(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흡연여부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족의 흡연여부가

청소년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평균은 로21.5 Boyed,

과Weissman, Thompson Myers(1982)가 제시한 우울

군의 기준인 점 보다 높았다 같은 도구로 청소년의16 .

우울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점 성인 대Eoh(2005) 17.7 ,

상 과 의 연구에서는 점으로Cho, Nam Suh(1998) 10.6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청소년대상 연구에서 우울군은Park(2007)

였고 우울 대응 행동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41% ,

으로 나타났으며 와, Puskar, Tusaie-Mumford, Sereika

의 미국 청소년대상 연구에서는 가 우Lamb (1999) 13%

울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우울군은 로 나, 62%

타나 성인보다 높고 미국 청소년보다 높아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건강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흡연군의 우울이 비흡연군보다.

높았다 이는 의 연구에서 흡연군의 우울. Chung(2006)

이 비흡연군보다 높았고 등 의 연구에서 우, Jorm (1999)

울이 흡연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와, Breslau

은 우울이 높을수록 금연율이 낮아지고Johnson(2000)

금연유지 실패율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주의집중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 의 연구에서 우울이 높을수록Joung, Song Lee(1995)

주의집중력이 낮음을 보고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금연교육이나 흡연 동기가 되는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의집중력 평균은 점으로 이는 청소37.5

년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는 점Seo(2004) 39.5 ,

과 의 연구에서는 점으로 나타난Mun Jung(2002) 34.6

것과 차이가 있었다 주의집중력은 비 흡연군의 주의.

집중력이 가장 높고 과다 흡연군의 주의집중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량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고,

우울이 높을수록 주의집중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흡연과 주의집중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

족하여 흡연과 주의집중력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 청소년의 주의집중력과. Seo(2004)

학업성적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의집중력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게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게

나와 대상자 수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 보다 우울은 높고 주의집중력은 낮게 나타났,

Table 4. Correlative relationship of the smoking amount,
depression and attention concentration (N = 138)

Depression Attention concentration

Smoking amount
Depression

.281(.001) -.297(.000)
-.24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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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금연교육,

시 우울감소 및 주의집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V.

결 론1.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흡연에 따른 우울과 주의집중력

을 조사하여 관련성을 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

다 대상자는 경남에 소재한 개 고등학교 학생 명. 2 138

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흡연관련 특성 우울 및 주, , ,

의집중력을 설문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흡연WIN 13.0 ,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 
2
-test

및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 및 주의집Fisher's Exact test,

중력은 와 흡연과 우울 및 주의ANOVA Scheffe's test,

집중력과의 관계는 로 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군은 명 으로 흡연정도는 성별 가, 46 (33%) ,

족 동거여부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및 교사, ,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과다 흡연군이 중등도 흡연군보다 흡연시작시,

기가 빠르고 흡연기간이 길고 일 흡연량이 많은 것, , 1

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은 과다 중등도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집중력은 비흡연군이 과,

다 중등도 흡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흡연량이 많을수록 우울은 높고 주의집중력, ,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2.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흡연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개,

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

하다.

셋째 흡연과 주의집중력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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