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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일산화탄소, 금연자기효능
감, 흡연일수, 1일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이용
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고등학생으로 금연에 관심이 있는 흡연학생으로 실험군 27
명, 대조군 28명 총 55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였다. 대상자에게 중재한 
프로그램은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으로 주 1회 50분, 총 6주간이었다. 중재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금연 자기효능감(z=110.00, p＜.001), 흡연일수(z=640.00, p＜.001), 1일 흡연량(z=520.50, p＜.016)
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흡연 고등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동기를 유발하여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중재로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한다.

주제어 :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 흡연 고등학생,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일수, 1일 흡연량

  Abstract : This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using the design before and after time gap of 
non-equivalence with comparative group performed to confirm the effects of END smoking cessation 
motivational program on the Carbon monoxide, Smoking Abstinence Self-efficiency, Days of smoking, 
Amount of smoking in the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the smoking 
students in a general high school located in C-City who were interested in the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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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27 students in test group and 28 in the control group.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ly 
12 to October 4, 2018. END smoking cessation motivational program, the test intervention in this 
study,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ill be a difference of physiological factors between the 
test group that participates in END smoking cessation motivational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that does not” is supported. smoking cessation self-efficiency(z=110.00, p＜.001), Days of smoking 
(z=640.00, p＜.001), Daily smoking amount (z=520.50, p＜.016),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application of this program is suggested to lower the smoking rate of the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motivate the smoking cessation at the schools.

Keywords : END Smoking Cessation Motivational Program, Smoking high school student, Smoking 
Abstinence Self-efficiency, Days of smoking, Daily smoking amount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아 인체의 각 기관별 세포 및 조직에 
치명적인 피해와 유전자 손상을 가져와 심각한 
신체적 건강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1] 스트
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2].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주, 약물남용 등 
청소년 비행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3].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금연이 어려워지므로 평생흡연자 및 중증흡
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4], 성인기의 생활습관
으로 이어져 일평생의 건강을 위협할 잠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5].
  2020년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2020년 현재흡연율은 남학생 6.0%, 여학생 2.7% 
이며, 중학생은 남학생 1.9%, 여학생 1.5%이며, 
고등학생은 남학생인 10.1%, 여학생이 3.8%로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학
년이 올라갈수록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6]. 이러
한 청소년들의 흡연 동기는 호기심과 주변 사람
들로부터 흡연을 권유받아 흡연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친구를 따라서 흡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 이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
년 중에서도 현재흡연율이 높은 고등학생[6]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여 평
생 흡연자로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미 흡연이 진행된 학생에게는 금연중재가 
필요하다. 
  흡연 고등학생 대부분은 비흡연 고등학생에 비

해 자아효능감이 낮아[3][8] 흡연학생에게 흡연을 
감소시키고 금연을 증가시키기 위한 금연 자아효
능감 증진이 필요하다[7].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의 인지과정, 동기과정, 정서과정 및 과제선택과
정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9]으로 흡연고등학생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주는[10] 중재가 필
요하다.
  고등학생을 위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성인 금
연교육 프로그램 접근법과는 달리[11], 고등학생
의 흡연동기와 발달 단계 및 특징을 고려하여 흡
연의 부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금연에 흥미
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12] 체계적인 금연동
기유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ND(Experience New Days, END) 금연프로
그램’은 기존의 금연프로그램과 달리 학교 실정에 
따라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과 ‘금연실천 프로
그램’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구성되어 학
교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운영 가능하다. ‘금연동
기유발 프로그램’은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동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
한 발견, 인생계획에 도움을 주며, 매일 희망일기 
작성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탐색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매 회기 교육 중 일기 내용
을 공유하고 긍정적 피드백 및 격려를 제공하는 
내용[13]을 포함하고 있다. ‘END 금연프로그램’
은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2012년에 개
발되어 전국의 각 학교로 배포되었고, 2014년에 
개정되어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직접 중재한 후 효과에 대해 보고가 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대부분 학교에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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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Research design

7~8month Cont. 8~9month Exp.

Cont. C1 C2

Exp. E1 X E2

  C: Control Group(Cont.); E: Experimental Group(Exp.); 

  X: END Smoking Cessation Motivational Program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 흡연 고등학생에게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학
교이므로 학교를 통해 효과적인 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율 및 흡연경험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금연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흡연 
고등학생에게 중재하여 호기 일산화탄소량,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일수, 1일 흡연량을 확인하고,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 동기를 유발하여 금연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1.2.1.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고
등학생의 호기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한다.

  1.2.2.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고
등학생의 금연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한다.

  1.2.3.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고
등학생의 흡연일수, 1일 흡연량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1.3. 연구가설

  1.3.1. 가설 1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호기 일
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것이다.’

  1.3.2. 가설 2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금연 자
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1.3.3. 가설 3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흡연일
수 및 1일 흡연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호기 일산화탄소,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일수, 흡연량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Table 1>.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일개 일반
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흡연학생으로 본 연구
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서
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8명 
중 우선 학년 동질성을 위해 학년별로 구분하였
고 각 학년별 제비뽑기로 실험군 29명, 대조군 
29명에 임의 배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금연에 관심이 있는 1∼3학년 흡연 학생,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
여에 동의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 본 
연구 수행 전 소변 코티닌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학생이다. 
  본 연구 표본 크기의 결정은 본 연구 설계와 
유사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
를 근거[14]로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
여 그룹의 수 2,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 효과의 크기 .80으로 설정하여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는 각각 26명으로 총 52명이었다. 탈
락율을 예상하고 표본 크기의 10%를 더하여 최
초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9명, 대조군 29명, 총 
58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율이 80% 미만인 2회 이상 결석한 학생 2명
이 탈락(탈락률 6.9%)하여 최종 27명, 대조군의 
경우 사후조사 거부 1명(탈락률 3.4%)으로 최종 
28명, 총 5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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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은 2012년 국가에
서 최초로 흡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금연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END프로그램’ 중 금연동
기를 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1회, 회당50
분씩, 총8회기에 걸쳐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i & Jung [15]의 자기효능증진 
금연프로그램을 흡연중학생에게 6회기 중재하여 
금연관련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흡연량을 감소
시키는 등 효과를 본 연구와 Shin [14]의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동기강화 상담프로그램을 6회기 
중재하여 일일 흡연량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본 연구를 근거로 6회기로 진행하였다. 지역의 
상황과 학교 특성에 따라 교사가 판단하여 프로
그램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였다. 학교의 학사일정 
및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고려하고, 중재기간 동안 
시간경과에 따른 제3변수 개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8회기 프로그램 중 1∼2회기를 통합하고 
5∼6회기를 통합하여 총6회기로 줄여 주1회, 회
당50분씩, 6주에 걸쳐 중재하였다. 1회기는 ‘내 
인생에 거름주기’로 자기소개와 미래 인생 설계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2회기는 ‘나의 자아존중감’
으로 자아존중감 형성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3회
기는 ‘나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확인하는 주제
로 진행하였고, 4회기는 ‘나의 흡연과 내 몸의 증
상들’로 흡연, 금연, 금단증상에 대해 알기로 진
행하였고, 5회기는 ‘나의 자기주장’으로 자기주장 
훈련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6회기는 ‘나의 금연’
으로 금연 동기화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Table 
2>.

  2.3.2 호기 중 일산화탄소
  한국 BEDFONT사에서 개발한 흡연 일산화탄
소 측정 제품으로 2016년형 New Micro/piCO 
ADV Smokerlyzer 기기를 사용하였고, 검사방법
은 숨을 깊게 들어 마신 후 15초간 참았다가 천
천히 내쉬는 숨을 측정하였으며 단위는 ppm, 기
기의 액정화면에 측정치가 0∼6ppm은 비흡연자, 
7∼9ppm은 경계 구간, 10∼15ppm은 가벼운 중
독성 흡연자, 16ppm 이상은 중독성 이상 흡연자
로 판독하였다.

  2.3.3.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자기효능감은 DiClemente 등[16]이 개발
하고 Kim[17]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흡연유혹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흡연자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1점은 ‘자
신이 전혀 없다’에서 ~ 5점은 ‘자신이 매우 있다’
로 표시하며 점수범위는 20∼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iClemente 등[16]이 도구를 개발할 
당시 금연 자기효능감 정도의 Cronbach’s α= 
.9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2이
었다.

  2.3.4. 흡연일수
  흡연일수는 지난 1주일 동안 1개비 이상 흡연
한 일수를 묻는 질문을 중재 전·후로 대상자가 
자가 보고한 것을 평가한 것이고 흡연 일수가 많
을수록 흡연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3.5. 1일 흡연량
  흡연량은 지난 1주일 동안 담배를 피운 날의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피우는지 묻는 질문을 중재 
전·후로 대상자가 자가 보고한 것을 평가한 것이
고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경우 전자담배를 한번 
사용한 것을 담배 한번 피운 것으로 간주하여 평
가하였으며 흡연 개비수가 많을수록 흡연량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윤리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7월 12일부
터 10월 4일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KNU-IRB-2018- 
47)을 받아 수행 하였으며 진행절차와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2.4.1. 사전준비
  본 연구자는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 진
행을 위한 준비로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 
담당자로서 공감과 치유의 흡연·금연 상담지도 직
무연수 등 총 2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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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oking cessation motiv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Session Subject Content Remark

1 Program introduction/ Self- 
introduction and Future life 
design

∙Writing a card of my heart
∙Setting goals
∙Tree of life drawing
∙Drawing my changed image
∙Write a wish list
∙Explain how to write a wish journal
∙Presenting assignments

Pre-test

2 Self-esteem formation ∙Self-esteem test
∙Know how to analysis the self-esteem 
test
∙Complete the smoking type checklist
∙Establishing a quit smoking strategy 
based on the type of smoking
∙Sharing Hope Diary

∙Check
 assignment
∙presenting  
 assignments

3 Check my values ∙’I do (   )’, Write
∙My choice Yes or No 
∙Sharing Hope Diary

∙Check
 assignment
∙Presenting 
 assignments

4 Smoking and non-smoking, 
Knowing the symptoms of  
withdrawal 

∙Knowing exactly about smoking and a 
quit smoking
∙Knowing the Diseases of Smoking
∙Knowing e-cigarettes right away
∙Know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moking and a quit 
smoking
∙Knowing withdrawal symptoms and how 
to deal with them
∙Do a quit smoking stretch
∙Sharing Hope Diary

∙Check
 assignment

∙Presenting 
 assignments

5 Self-assertion training ∙Giving a fantasy gift (2 types)
∙Practice rejection (now NO!!)
∙Sharing Hope Diary

∙Check
 assignment
∙Presenting 
 assignments

6 Smoking cessation 
motivation

∙Program summary
∙feedback/ ∙Increase your self-esteem
∙Sharing Hope Diary ∙Post-test

  2.4.2. 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를 같은 학교에서 선정
하였기 때문에 확산의 문제를 고려하여 2018년 
7월 12일에 먼저 대조군에게 자가 보고형 설문지
작성 및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를 시행하였다. 실
험군은 2018년 8월 23일에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 작성 및 호기 일산화탄소검
사를 시행하였다. 

  2.4.3. 프로그램 중재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험군을 
소집단 4개로 구성하여 주 1회, 회당 50분씩, 총 
6회기에 걸쳐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중
재하였다. 중재는 연구 대상자의 학교에서 이루어
졌다.

  2.4.4. 사후조사
  대조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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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없이 6주후에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과 내
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험군에는 END 금
연동기유발 프로그램 6회기 종료 1주 후 사전조
사와 동일한 방법과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대조군
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원하는 학생들에게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5.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빈도, 백
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Fisher’s exact 
test, χ2-test와 t-test, 독립표본 Mann Whitney 
U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ND 금연동기유
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은 paired 
t-test, t-test, 독립표본 Mann Whitney U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
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은 실험군에서 1학년 25.9%, 2학년 
22.2%, 3학년 51.9%, 대조군은 1학년 28.5%, 2
학년 17.9%, 3학년 53.6%로 두 군 모두 3학년이 
가장 많았고(p=.917), 성별은 실험군 92.6%, 대
조군 89.3%로 남자가 대부분이었다(p=.670). 처
음 담배를 피운 시기는 실험군에서 중학생 
51.9%, 초등학생 25.9%, 고등학생 22.2% 순으
로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중학생 82.1%, 고등학
생 10.7%, 초등학생 7.1% 순으로 나타났으며
(p=.051), 담배를 피운 동기는 실험군에서 호기심
으로 48.1%, 친구·선배·형·누나 등 누가 권해서 
25.9%, 스트레스를 풀려고 25.9%로 나타났고 대
조군에서 호기심으로 57.1%, 친구·선배·형·누나 
등 누가 권해서 35.7%, 스트레스를 풀려고 7.1% 
순으로 나타나(p=.165) 담배 종류를 제외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

3.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따른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서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 실

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따른 동질
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표본
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기 위한 30개를 넘지 않아 
비모수 평균비교를 위한 독립표본 
Mann-Whitney의 U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 실시 전 호기 일
산화탄소 검사의 결과 실험군 평균 9.19, 대조군 
평균 10.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p=.352), 금연 자기효능감 검사 결
과 실험군 평균 2.52, 대조군 평균 2.4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433). 또한, 흡연일수에 대한 결과 실험군 평
균 6.11일, 대조군 평균 6.46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496) 1일 
흡연량에 대한 결과 실험군 평균 10.33개비, 대
조군 평균 11.82개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247). 따라서 실험군
과 대조군의 사전 호기 일산화탄소, 금연 자기효
능감, 흡연일수, 1일 흡연량에 대한 동질성이 확
보되었다＜Table 4＞.

3.3. 가설 검정

  1) 제 1가설: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전·후 값은 –2.778, 대조군의 전·후 값은 –
2.071로 실험군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p=.655)
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5＞

  2) 제 2가설: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금연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금연 자기효
능감은 실험군의 전·후 값은 0.74, 대조군의 전·
후 값은 0.16로 실험군의 경우 금연 자기효능감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2
는 지지되었다＜Table 5＞.

  3) 제 3가설: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흡연일수 및 흡
연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흡연
일수는 실험군의 전·후 값은 –2.78, 대조군의 
전·후 값은 –0.46로 실험군의 경우 흡연일수가 
대조군에 비해 크게 적어진 것으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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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of the subject

Variables
Exp.(n=27) Con.(n=28) Total

χ2 p
n (%) n (%) n (%)

Grade 1st 7 (25.9) 8 (28.5) 15 (27.3)
0.17 ͣ 0.9172nd 6 (22.2) 5 (17.9) 11 (20.0)

3rd 14 (51.9) 15 (53.6) 29 (52.7)
Gender Male 25 (92.6) 25 (89.3) 50 (90.9) 0.18 ͣ

*(1.00)
0.670

Female 2 (7.4) 3 (10.7) 5 (9.1)
Onset of 
Smoking
(school)

Elementary 7 (25.9) 2 (7.1) 9 (16.4)
5.95 ͣ 0.051Middle 14 (51.9) 23 (82.1) 37 (67.3)

High 6 (22.2) 3 (10.7) 9 (16.4)
Reasons for 
smoking

Curiosity 13 (48.1) 16 (57.1) 29 (52.7)

3.60 ͣ 0.165
To reduce stress 7 (25.9) 2 (7.1) 9 (16.4)
Exhortation of friends and 
seniors

7 (25.9) 10 (35.7) 17 (30.9)

Type of
cigarette

Regular cigarettes only 20 (74.1) 13 (46.4) 33 (60.0) 4.38 ͣ
*(0.05)

0.036
Combined with e-cigarette 7 (25.9) 15 (53.6) 22 (40.0)

 *Fisher’s exact test

Table 4. Test for homogeneity according to the subject's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Exp.(n=27) Con.(n=28)

z p
M±SD M±SD

Carbon monoxide 9.19±7.18 10.32±6.43 433.00 0.352

Smoking Abstinence Self-Efficacy 2.52±0.75 2.40±0.69 331.50 0.433

Days of smoking 6.11±1.45 6.46±1.00 411.00 0.496

Amount of smoking(piece/day) 10.33±8.75 11.82±6.66 446.50 0.247

Table 5. Difference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Variables
Exp.(n=27) Con.(n=28)

z p
M±SD M±SD

Carbon monoxide
Pretest 9.19±7.72 10.32±6.43

404.50 0.655Posttest 6.41±4.34 8.25±5.82
Pre-Post -2.78±6.11 -2.07±6.14

Smoking Abstinence Self-Efficacy
Pretest 2.90±0.55 2.98±0.50

110.00 0.000Posttest 3.09±0.54 3.04±0.52
Pre-Post 0.74±0.47 0.16±0.60

Days of smoking
Pretest 6.11±1.45 6.46±1.00

640.00 0.000Posttest 3.33±2.32 6.00±1.98
Pre-Post -2.78±2.04 -0.46±1.67

Amount of smoking(piece/day)
Pretest 10.33±8.75 11.82±6.66

520.50 0.016Posttest 2.56±2.19 8.46±5.93
Pre-Post -7.78±7.91 -3.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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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량은 실험군의 전·후 값은 –7.78, 대조군의 
전·후 값은 –3.36로 실험군의 경우 흡연량이 대
조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16)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모두 지지되었다＜Table 5＞.

4. 논 의

  본 연구 결과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과 흡연일수, 흡
연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첫째,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 고
등학생의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18]의 연구에서
는 흡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 8회
기 실시한 후 호기 일산화탄소 수치가 크게 낮아
졌으며 금연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Cho [19]의 연구에서는 교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 금연프로그램 실시 후 호기 일산화
탄소를 5일 동안 반복적으로 측정한 결과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Kim [10]의 연구에서
도 흡연 고등학생에게 금연자기효능감 증진 프로
그램을 8회기 중재하였을 때 호기 일산화탄소 평
균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지 않았다. 금연 성공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는 금연성공률과 흡연량 감소를 
손쉽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20]. 그러
나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를 이용하여 금연성공여
부를 평가할 때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은 흡
연자의 흡연량, 담배연기 흡입정도, 마지막 흡연 
후 경과시간에 따라 다르며[21], 마지막 흡연 후 
4시간이 경과하면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가 큰 폭
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흡연상태를 평가
하기 어렵다[22]. 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금연을 도와주는 도구 또는 좋은 담배로 홍보되
면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지
도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전자담배 사용
이 금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다[23]. 전자담배는 담배에 불을 붙여 
태우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호기 일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
생에게서는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으로 흡연 
유무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한다[24].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일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자담
배와 혼합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흡연 
유무나 금연 평가를 위한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할 때는 흡연자의 흡연량, 담배연기 흡입
정도, 마지막 흡연 후 경과시간, 전자담배 이용 
유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 고
등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10]의 연구에서는 흡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
그램을 8주간 중재하였을 때 금연 자기효능감 점
수가 높아졌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향상시켰기 때문이며 흡연 청소년은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으므로 이
들의 흡연을 감소시키고 금연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고, Jung [25]의 연구에서도 보건소의 청소년 
대상 집단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을 때 흡연량과 자기효능감이 전반
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고, 
Choi, Jung [15]의 연구에서도 금연프로그램을 
흡연 중학생에게 6회기 중재한 후 금연관련 자기
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금연프로그램에서 자기
효능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중재 시 금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내용이 필요하다.
  셋째,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흡연 고
등학생의 금연행위 중 흡연일수와 흡연량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게 흡연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을 8주간 중재한 
Kim [10]의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일일 흡연량이 
감소하여 프로그램이 흡연량을 줄이는데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증진 금연프로그램
을 6회 시행한 Choi, Jung [15]의 연구에서 흡연 
중학생의 흡연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hin [14], Kim [2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중재하였을 때 일일 흡연량이 현저히 
줄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후에도 비교군
과 일일 흡연량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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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이론 기반 동기면담 프로그램을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중재한 Ha [27]의 연구에서도 4
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재하였을 때 프로
그램 종료 직후에는 일일 흡연량 감소의 효과 크
기가 크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종료 6개월 후에 
일일 흡연량의 효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금연프로그램 중재 이후 
일일 흡연량에서의 효과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어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위해 금연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행동은 성인의 흡연행동 보다 가변성이 많아 
프로그램 직후의 일일 흡연량의 감소나 금연성공
률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10]. 따라서 흡
연청소년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장기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학교현장에서 지속
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흡연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매주 1회, 50분씩, 6회기의 ‘END 금연동
기유발 프로그램’을 중재한 결과, 호기 일산화탄
소를 제외한 자아존중감과 금연 자기효능감의 점
수가 높아졌고, 흡연일수와 1일 흡연량이 감소되
는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효율적인 중재임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END 금연동
기유발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흡연 청소년의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일개 고등학교 흡연 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청
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추후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END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은 흡연 고등
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흡연일수
를 줄이며 1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흡연 고
등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동기를 유발하여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
의 적용을 제안하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담배의 안전성 및 금연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며[28],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흡연자는 니코틴에 중독되어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29]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이용에 대한 조사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흡연은 음주 및 약
물사용과 밀접하므로[30] 현재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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