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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흡연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사회적 지지, 흡연태도가 니코틴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D시와 K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
학중인 남녀 흡연 학생 150명을 할당표집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프로그램으로 t-test와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니코틴의존도
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첫 흡연시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본심리욕구 만족(r=-.221, P=.008)과 기본심리
욕구 만족의 하위 변수인 유능감(r=-.194, p=.021), 관계성(r=-.219, p=.009)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흡연중학
생의 니코틴의존도에 대하여 기본심리욕구 만족(β=-.221, p=.008)이 42%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
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흡연 중학생의 니코틴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흡연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중학생, 니코틴의존도, 기본심리욕구, 흡연태도, 사회적지지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influence of nicotine dependence with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ocial support, attitude on smok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ep, 2015 to 
Nov, 2015, participants included 150 middle school students from D city and K province in Korea. Data for 
basic psychological needs, social support, attitude on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e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s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nicotine dependence and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r=-.221, P=.008), competency(r=-.194, P=.021), 
relatedness(r=-.219, P=.009). The variables predicting nicotine dependence wer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β=.221, p=.008).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42% of the variance of nicotine 
dependence in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Our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basic 
psychological needs to decrease nicotine dependence. Therefore we should develop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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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체 청소년의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2010년 16.6%에서 2013년 14.4%, 2014년 14%, 

여학생은 2010년 7.1%에서 2013년 4.6%, 2014년 4%이며, 

이  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2010년 10.6%에서 

2013년 7.9%, 2014년 6.8%, 여학생은 2010년 5.1%에서 

2013년 2.8%, 2014년 2.3%로 감소추세에 있다[1]. 그러나 

매일 흡연하는 남학생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8%, 여

학생이 2013년 1.9%에서 2014년 2.1%로 오히려 증가 추

세에 있다[1]. 한 학생의 첫 흡연경험은 10.5세로 최

근 사이에 굉장히 빨라지고 흡연시작 연령 한  내

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이와 같은 변화는 체 흡

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일상화된 청소년의 증가

와 청소년 상습흡연 연령이 연령화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 시기가 흡연 방과 연의 요한 시기임을 지

하고 있다[1, 2].

청소년은 아직 신체의 발달과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의 흡연은 신체의 발달 성장에 

치명 인 피해와 손상을 가져오며[3], 정신  심리  문

제를 유발시켜 건강에 악 향을 미친다. 청소년 흡연은 

음주, 학교폭력, 일탈행 와 련이 있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직 으로 향을 주어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일탈행 의 측요인이다[4]. 한 학생의 흡연은 성인

기 흡연의 주요인자이며 성인기의 생활습 으로 이어져 

평생 신체 , 정신 심리  건강을  하는 잠재  요소

이다[1, 2].

흡연은 시작연령이 낮을수록 습 성이 될 가능성이 

크며, 니코틴 독율도 높아 연이 어렵다[5]. 니코틴은 

상습  흡연의 원인으로[6, 7], 니코틴의존도는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향을 받으며, 청소년의 재 흡연  성공  

연의 가장 높은 측요인이다[8, 9]. 그러므로 청소년의 

효과 인 흡연 방  연을 돕기 해서는 니코틴의존

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흡연태도, 우울과 충동감 등이 

있었으며[2, 10]. 사회  요인으로 흡연자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비흡연자는 가족과 교사로 부터의 지지가 높고 

유의미하 다[11].

자기결정성 이론의 자기결정성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며, 행동의 지속성을 갖

게 하는 심리  요인이다[12, 13]. 자기결정성 동기는 외

부의 향이나 통제 없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

동을 스스로 선택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요인뿐만 아니

라 동기로 인해 생되는 인지 , 정서 , 행동  결과를 

다루면서 인간의 행동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

고 있다[13].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동기는 하나의 연속선

상에 내재한 동기와 외재한 동기가 동시에 존재하며, 외

재  동기에서 내재  동기로 나갈수록 더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 한 내재  동기는 개인의 내  기본심리욕

구인 자율성, 유능감, 계성의  만족에 따라 사회  환경

에 의해 진되거나 해될 수 있다[12, 13]. 따라서 인간

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  건강과 성장, 내  

동기화, 최 의 기능상태 유지와 자이실 을 한 자기

결정  행동이 유발된다[12, 13].

그동안 청소년 흡연과 련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 연 재 방법으로 지식 달과 강의, 비디오를 

통한 교육이 67.7%로 으며, 흡연 방 간호 재에 효과

를 보인 50%이상의 논문이 이론  기반이 없어 근거이

론의 용이 필요하다[14, 15, 16]. 그리고 부분의 연

로그램은 로그램 직후 일시 으로 연 성공을 평가

하 으며, 지속 인 연성공에 미치는 효과는 평가하지 

못하 다[17]. 한 청소년 흡연 방 련 정책을 살펴보

면 연구역의 확 , 담배성분 규제  공개, 경고 문구제

시, 미성년자 상 담배 매  구매 구제와 같은 규제정

책과 흡연 방  연교육, 담뱃값 인상과 같은 경제  

정책이 다수이다.

최근 국외 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성과 유능감의 충족이 연

의 시작과 지속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19]. 그러나 국내 으로 학생을 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흡연에 미치는 향을 악한 연구는 거

의 없다. 그러므로 흡연 학생을 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니코틴의존도와 련한 사회·심리  변

인들을 규명하여, 흡연 방과 연의 방향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흡연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사

회 지지, 흡연태도가 니코틴의존도에 미치는 향을 규

명하고, 기본심리욕구 만족, 사회 지지, 흡연태도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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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학생의 니코틴의존와의 계를 악하여, 흡연 학

생의 이해를 돕고 흡연 방  연 련 간호 재 개발

을 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흡연 학생의 사회·심리  변인인 기본심

리욕구 만족, 사회 지지, 흡연태도가 니코틴의존도에 미

치는 향을 악으로써 흡연 청소년의 흡연 방과 연

간호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

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니코틴의존도를 

악한다.

둘째, 상자의 니코틴의존도, 기본심리욕구 만족, 사

회 지지, 흡연태도의 정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니코틴의존도와 련변수들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기본심

리욕구 만족, 사회 지지, 흡연태도 간의 설명력을 악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연 학생이 인지하는 기본심리욕구만족, 

사회  지지, 흡연태도가 니코틴의존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D시와 K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

학 인 남녀 학생으로 교내 보건실의 연교실에 참여

를 담임교사로부터 추천 받은 흡연하는 학생 150명을 할

당표집 하 다. 본 연구의 상자 선정의 기 은 다음과 

같다.

1) D시와 K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흡

연 학생

2)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연구 참여

에 동의하며, 상 학생의 학부모가 동의하여 서면동의

서를 제출한 표본크기는 공개된 G power 3.1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effect size .15, 

유의수 α= .05, 검정력(1-ß)= .95를 용하고 탈락률 고

려하여 150명 산출하 다. 

 

2.3 연구 도구

2.3.1 기본심리욕구만족

기본 심리 욕구는 Ryan과 Deci가 개발한 “기본 심리 

욕구 척도”에 근거하여 한국 청소년들을 상으로 개발

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수정·보완한 측정도구

를 이용하 다[20, 17]. 자율성 6문항, 유능성 6문항, 계

성 6문항 총 18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항

상 그 다.’ 6 까지 Likert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는 자

율성 Cronbach’s α=.79, 유능성 Cronbach’s α=.90, 계성 

Cronbach’s α=.79, 체 Cronbach’s α=.91이었다[17].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자율성 Cronbach’s α=.70, 유능성 

Cronbach’s α=.86, 계성 Cronbach’s α=.79, 체 

Cronbach’s α=.88이었다.

2.3.2 사회적지지

흡연 학생의 사회 지지는 [21]이 개발하고 [22]가 

수정·보완한 사회  지지 척도를 이용하 다. 가족지지 8

문항, 친구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 총 24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90 이었다[22].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88 이었다. 

2.3.3 니코틴의존도

니코틴의존도는 청소년 FTQ(Frgerstrom Tolerance 

Questionaire)를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23]. 총 6문항으

로 0∼2 은 의존도가 매우 낮음, 3∼4는 낮음, 5는 등

도 의존, 6∼7은 높음. 8∼10은 매우 높은 정도의 의존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69 이

다[23],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70 이 다.

2.3.4 흡연태도

흡연태도는 [24]의 척도를 이용하 다. 총 12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척도로 1∼6번은 흡연에 한 정을, 7∼12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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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for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icotine  dependency

M±SD t/F/(P)

Grade(Middle  school) 1st 9(6.4) 4.00±2.12

16.11(.000)‡2nd 65(46.1) 2.86±1.96

3rd 67(47.5) 4.21±1.48

Gender Male 87(61.7) 3.56±1.84
.52(.928)

Female 54(38.3) 3.59±1.93

Living  with Parents 102(72.3) 3.70±1.77

2.33(.506)‡
Father 14(9.9) 2.79±2.19

Mother 18(12.8) 3.67±1.91

Others 7(5.0) 3.14±2.41

Academic 

achievement

High 8(5.7) 3.50±2.00

1.85(.397)‡Middle 48(34.0) 3.83±1.95

Low 85(60.3) 3.44±1.87

Amount of Stress Many 46(32.6) 3.87±1.83

2.26(.108)Moderate 68(48.2) 3.63±1.74

Few 27(19.2) 2.93±2.14

First Experience Before4/Elementary School 4(2.8) 5.26±0.95

10.22(.037)‡

After4/Elementary School 48(34.0) 3.81±1.88

1st / Middle School 62(44.0) 3.58±1.90

2nd / Middle School 23(16.4) 2.70±1.17

3rd / Middle School 4(2.8) 4.00±0.81

The  Number 

of times  stoped

smoking

None 24(17.0) 4.50±1.66

8.95(.111)‡

1 22(15.6) 3.14±1.93

2 38(27.0) 3.29±1.94

3～5 35(24.8) 3.43±1.89

6～9 12(8.5) 3.67±1.87

≧ 10 10(7.1) 3.80±1.39

School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7(12.1) 3.18±1.74

1.08(.366)

Satisfied 32(22.7) 3.25±2.12

Moderate 52(36.9) 3.54±1.70

Unsatisfied 26(18.4) 4.04±1.48

Very Unsatisfied 14(9.9) 4.07±2.52

Peer 

Relationship

Very Satisfied 36(25.5) 3.92±1.90

2.55(.636)‡

Satisfied 42(29.8) 3.50±1.87

Moderate 44(31.2) 3.43±1.93

Unsatisfied 4(2,8) 4.00±2.30

Very Unsatisfied 15(10.6) 3.27±1.58

Abbreviation: BPN, basic psychological needs

‡Nonparametric test: Kruscal-wallis test

부정  태도를 나타낸다. [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70 이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79 이 다.

2.4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기 에 연구 상자를 윤리 으로 

보호하기 하여 기 의 기 윤리심의 원회(IRB)의 승

인(1040708-201508-SB-004-01)하에 연구를 수행하 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D

시와 K도에 소재한 해당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들에

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본 연구자의 개인 핸드폰에 

연구참여 의사를 표 한 학생들을 상으로 학부모와 유

선을 통하여 연구의 목 과 차, 익명성과 비 유지, 연

구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서면 동

의를 받아 실시하 다. 자료는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보건실에서 개별 으로 실

시하 다. 배부된 총 설문지는 150부로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설문  설문작성을 거 한 9부을 제외한 

총 141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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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 program을 사용하여 

산통계 처리하 으며, 구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2) 니코틴의존도와 기본심리욕구만족, 사회  지지, 

흡연태도는 평균, 표 편차, 범 로 산출하 다.

3) 일반  특성에 따른 니코틴의존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alysis of variance로, 일반  특성 

  학년, 동거가족, 학업성취도, 첫 흡연노출 시기, 연

횟수, 교우 계에 따른 니코틴의존도는 Kruscal-wallis 

test를 사용하 다.   

4) 니코틴의존도와 련변수들 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5) 흡연 학생의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를 확인하기 하여 단계  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의존도 차이

연구 상자는 남학생 87명(61.7%), 여학생 54명

(38.3%)이며, 학년분포는 1학년 9명(6.4%), 2학년 65명

(46.1%), 3학년 67명(47.5)이었다. 첫 흡연 시기로 학교 

1학년 때 62명(44%), 1년  연 횟수는 두 번이 38명

(27%)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52

명(36.9%), 교우 계는 “보통”,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

다” 등 보통이상의 정 인 반응이 122명(86.5%) 이었

다. 상자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니코틴의존도는 학

년과 첫 흡연시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3.2 니코틴의존도, 기본심리욕구 만족, 사회적 

지지, 흡연태도의 정도.  

상자들의 니코틴의존도는 총  10  비 평균 

3.57±1.87 으로 낮은 니코틴의존도를 보 다. 연구 상

자들이 지각하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총  108  비 

평균 66.04±10.92 으로 간이상이며, 하 요인별로 살

펴보면, 각각 총  40  비 자율성 23.96±3.77, 유능감 

20.60±6.25, 계성 21.48±4.30이었다. 사회  지지와 흡

연태도는 각각 총  120 비 평균 90.35±15.65와 총  60 

비 40.87±7.35 으로 간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of nicotine dependency, 
statistic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ocial support and attitude on 
smo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n=141)
Variables Mean±SD

Possible 

range

Observe 

range

Nicotine dependency 3.57±1.87 0-7 0-10

BPN 66.04±10.92 18-108 38-98

     Autonomy 23.96±3.77 6-36 15-34

     Competency 20.60±6.25 6-36 6-36

     Relatedness 21.48±4.30 6-36 11-36

Social support 90.35±15.65 24-120 59-120

Attitude 40.87±7.35 12-60 18-60

Abbreviation: BPN, basic psychological needs

3.3 기본심리욕구 만족, 사회적 지지, 흡연 

    태도와 니코틴의존도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니코틴의존도는 기본심리욕구(r=-.221, p=.008)

와 부  상 계가 있었으며, 유능감(r=-.194, p=.021), 

계성(r=-.219, p=.009)과도 부  상 계가 있었다. 

한 자율성은 계성(r=.217, p=.010), 사회  지지(r=.255, 

p=.002), 흡연태도(r=.206, p=.014)에, 유능감은 계성

(r=.621, P<.001), 사회  지지(r=.199, p=.018), 흡연태도

(r=.276, p=.001)에 계성은 사회  지지(r=.215, p=.010), 

흡연태도(r=.213, p=.011)에 정 상 계가 있었다. 사회

 지지는 흡연태도(r=.239, p=.004)에 정  상 계가 있

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nicotine dependenc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ocial 
support and attitude on  smoking     

(n=141) 

Variables

Nicotine

depende

ncy

BPN
Autono

my
Competency Relatedness SS

r(P) r(P) r(P) r(P) r(P) r(P)

BPN
-.221

(.008)
1

Autonomy
-.068

(.424)

.516

(.000)
1

Competency -.194

(.021)

.892

(.000)

.217

(.010)
1

Relatedness -.219

(.009)

.789

(.000)

.116

(.171)

.621

(.000)
1

SS
-.138

(.103)

.287

(.001)

.255

(.002)

.199

(.018)

.215

(.010)
1

-.004

(.959)

.313

(.000)

.206

(.014)

.276

(.001)

.213

(.011)

.239

(.004)

Attitude

 
Abbreviation: BPN, basic psychological needs, S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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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본심리욕구 만족, 사회적지지, 흡연 

    태도가 니코틴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다 공선성 등 

회귀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다. 연구변수의 공

차한계(tolerance)가 0.85로 0.1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역시 1.120∼1,170으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13.119∼18.695로 30을 넘

지 않아서 다 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 다. 한 오차

의 자기상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bin Watson통계

량이 1.428로 2에 가까워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잔차 분석 결과 표 화된 잔차의 범 가 -2.282

∼1.866으로 등분산성을 만족하 다.

흡연 학생의 흡연태도, 기본심리욕구, 사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결과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t=-2.67, p=.008), 니코틴의존도에 향하는 

사회‧심리 변인은 기본심리욕구(β=-.221, p=.008)로 니

코틴의존에 42%(R²=49)의 설명력을 보 다<Table 4>.

  

<Table 4> Association of  nicotine dependency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social 
support and attitude on smoking   

(n=141)
Variables B SE β t P F P

Constant 6.07 1.79 6.40 <.001 7.137 <.001

BPN -.03 .01 -.221 -2.67 .008

Adj R² = 0.42

   

4. 논의

본 연구에서 흡연 학생의 니코틴의존도는 학년과 첫 

흡연노출 시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 흡연노출 

시기는 학교 1학년과 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 이후 

각각 44%와 34%로 체 학생의 78%가 흡연을 시작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2, 25]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의 첫 흡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재학 학년에 따른 니코틴의존도는 3학년 

때 4.21±1.48로 가장 높았으며, 학년별 첫 흡연노출 시기

와 니코틴의존도는  등학교 학년인 4학년 이 에 첫 

흡연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의 니코틴의존도가 5.26±0.95

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 다[2, 26]. 

즉 흡연기간이 길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고, 니코틴의존

도가 높을수록 연시도 시 실패 확률이 높아 상습  흡

연의 원인이 되어[6, 7], 재 흡연  성공  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8, 9].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흡연 방교육을 첫 흡연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등학교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 한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

으나 니코틴의존도가 높아 습 인 흡연자가 되기 

인 학생시기에 교육과정안에 체계 인 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흡연 방  연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첫 흡연시기가 학교 2학년 때인 

학생의 니코틴의존도와 학교 2학년 학생의 니코틴의존

도가 다른 학년에 비하여 월등히 낮게 나타난 이유는, 청

소년의 흡연은 사회·경제 등 환경  요인에 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2, 25]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가 연구

상자를 할당표집 하여, 연구 상자들이 처해있는 사

회·경제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

각한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인구

학  변수 외에 사회·경제학  변수 등 환경  요인을 고

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자

기결정성 행동이 유발된다[12].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기본 으로 추구하는 보편 이고 생득 인 욕구로서 자

율성, 유능감, 계성의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12, 

13].

자율성은 행동의 원인이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조 자로 자신에

게 가치 있는 것과 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12, 

13]. 그러므로 자율성은 개인에게 선택의 결정권이 부여

되고, 주변의 압박감과 같은 압력을 느끼는 평가나 목표

에 한 요구사항이 최소화 될 때, 정 인 정보  피드

백을 제공하는 학생들의 을 고려한 환경에서 주로 

발휘된다[17].

본 연구에서 자율성은 니코틴의존도에 유의미한 계

가 없었는데 이는 [19]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이나 [17, 

26, 27]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 듯 자율성과 

련하여 선행연구 마다 일 된 연구결과를 발견하기 어려

웠는데 이는 일부 선행연구의 연구 상자가 흡연성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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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27], 본 연구는 흡연 학생을 연구 상자로 하여 연

구 상자의 인구학  특수성으로 상이한 연구결과를 가

져왔다고 단된다.

한 청소년기는 활동의 심지가 가정에서 래집단

으로 이동하면서, 확립되지 않은 가치 의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가치 의 혼란을 래 집단과의 유 감을 

통하여 정신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래 

집단을 더 선호하게 된다[2, 11, 28]. 그 기 때문에 청소

년기 흡연에 가장 강한 향을 미치는 흡연 래 집단의 

압력이 높고, 흡연친구가 많을수록 흡연확률이 높고 니

코틴의존도 역시 높다[2, 28].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흡연 

래집단과의 유 감을 묻는 질문에 86.5%의 학생들이 

보통이상의 만족한 유 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흡연 학생의 니코틴의존도는 흡연 래집단의 압

력이 작용하며, 이러한 압력으로 흡연을 지속하게 되어 

개인의 자율성에 의한 연의지에도 불구하고 흡연행동

을 지속하게 된다고 생각한다[2, 11, 28].

그러므로 자율성과 청소년 흡연과의 일 된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상자의 인구학   

사회·경제 변인 등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무작  추

출하거나 외생변수를 층화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흡연 학생의 니코틴의존도는  기본심리

욕구만족과 그 하  변수인 유능감과 계성과는 부  

상 계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17, 18, 25, 29]. 유능감은 사회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하여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게 된다[12, 13, 29].

그러므로 흡연 방  연행  실천에 한 정  

피드백이나 자기효능감은 자신감을 높여 유능감을 증진

시키고 흡연 학생의 니코틴의존도를 떨어뜨린다고 생

각된다. 한 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12, 13, 29]. 따라서 래와의 계에서 바람직한 계성

이나 자신감, 효율성이 결여된 청소년은 정서  안정과 

응에 문제를 가지게 되고 흡연이나 음주하는 래집단

을 통하여 정서  불안을 해소한다[2, 11, 28, 29].

따라서 흡연 학생의 래잡단과 정  유 감과 바

람직한 계성 형성을 하여 교육과정 안에 유능감과 

계성 강화를 한 흡연 련 방교육 시스템  연 

련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흡연 학생의 기본심리욕구만족, 흡연태도, 

사회  지지가 니코틴의존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결과 학년, 첫 흡연노출 시기에 따라 흡연 학

생의 니코틴의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니코틴의존

도는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그 하  변수인 유능감, 계

성과 부  상 계가 있었다. 한 기본심리욕구 만족

은 흡연 학생의 니코틴의존도에 42%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흡연 학생의 흡연 방과 니코틴의존도를 

낮추기 해서는 교육과정 안에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한 흡연 방교육 시스템  연 련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도시의 학교를 상으로 흡연 학생

을 할당 표집하여 실시하 으므로 연구 상자를 확률 표

집하여 반복 연구할 것과,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이외

에 흡연청소년의 니코틴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사

회·심리  변인을 추가하여 반복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

한다.

한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한 흡연 방교

육 시스템  연 련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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