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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과천시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 중 2개의 초등학교와 분당지역의 초등학교 1개 그리고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 학생 전수이었다. 설문조사는 1999년 기초조사와

2000년, 2001년도 추적조사를 통해 교육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차 조

사 응답자는 모두 1441명이었으며, 2차 조사의 응답자는 총 1318명, 3차 조

사의 응답자는 총 1643명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 교육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어머니의 흡연

경험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군은 1.1%, 비교군은 0.4%로 교육

군의 어머니가 흡연경험이 더 많았다(p< 0.01).

1년 교육군에서 교육군과 비교군의 지식점수의 차이를 볼 때 2000년도

에는 남자에서 교육군이 18.7점, 비교군은 18.0점으로 교육군이 높았으며

(P< 0.05), 여자의 경우 교육군에서 0.3점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01년도에는 남자·여자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태도

점수의 경우 남자·여자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으며, 교육군과 비교군의 점수 차이는 없었다.

2년 교육군에서 교육군과 비교군의 지식점수의 차이를 볼 때,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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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교육군에서 0.5점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경우 교육군에서 비교군보다 0.5점 높았다(P< 0.1). 태도점수의 차이를 볼

때 남자의 경우 교육군이 12.9점, 비교군이 12.4점으로 교육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P< 0.05), 여자의 경우에도 교육군 13.6점, 비교군 13.2점으로 교육

군의 점수가 더 높았다(P< 0.05).

흡연경험율을 보면 1년 교육군에서 남자는 교육군과 비교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는 교육군이 12.6%, 비교군에서 6.0%로 교육군이 더 높았다

(P< 0.05). 2년 교육군에서는 남자·여자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생각은 1년 교육군에서는 남자·여자 모두

교육군과 비교군의 차이가 없었으며, 2년 교육군에서 남자의 경우 괜찮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육군보다 비교군에서 높았으며(P< 0.05), 여자의 경

우에도 괜찮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육군보다 비교군에서 높았다

(P< 0.05).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

석결과 성별, 학년,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흡연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

과 성별, 학년, 어머니의 흡연경험, 형제·자매의 흡연력, 할머니의 흡연력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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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

으로 한 흡연예방 교육의 효과는 중학생이 되기까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앞으로 고등학생이나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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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배경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많은 물질과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

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담배로 흡연은 현시대에서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사망원인이다(McGinnis 등, 1993; Morton 등, 1999; 지선하, 2000).

지난 20년간 청소년 흡연율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

서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백해

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지

선하, 2000).

실제 연구에서 흡연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담배를 처음 피운 비

율이 중학생 35%, 고등학생 10.3%, 대학생은 남자 5.2%, 여자 13.8%로 최

초 흡연연령의 하향화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초등학교에서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남자 12.0%, 여자 25.4%이며

(문화체육부, 1993; 문정순, 200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흡

연 경험율이 9.8%인 것으로 보아도 이미 초등학생까지 병폐가 전파되었음

을 알 수 있다(김상영, 1994; 천경애, 1994; 간경애, 2000). Sarvela 등(1999)

의 농촌지역 및 소도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46%가 흡연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학년이 되면 약 20%의 학생들이 흡연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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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Morton 등(1999)의 연구에서는 어린 청소년의 흡연은 다른

친구들의 흡연을 시작하게 하며, 다른 문제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어린 청소년들의 흡연시작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Sarason, 1992; 서 일 등, 1998), 흡연하는 학생들은 담배를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Sarason, 1992). 김택민(1990)의 연구에서도 남자고등

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금연교육의 흡연예방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능한 실험대상의 연령을 낮추고 반복

적인 금연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 대부분이 담배가 해롭기 때문에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도했던 금연강좌나 금

연운동이 청소년에게는 호소력이 없고 치료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정광모, 1988).

김효숙(1993)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4회에 걸친 약물교육이 초등

학생의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차현숙(1997)도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 후 약물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교육이 일년에 한 두 시간 집단적인 강의 혹은 비디오 시청 등 형식적이고

일시적이며, 그나마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문정순 등,

2000).

초등학생 시기는 평생의 건강습관과 가치관이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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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효과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 있어

경험과 남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흡연예방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보장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문정순 등, 2000).

문정순 등(2000)의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흡

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91.9%로 높았으며 흡연예방교육은 4, 5

학년이 적당한 시기라는 응답한 대상자가 37.6%로 가장 많았다.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식은 토론식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5.1%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실험형식 으로 39.9%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단순히 비디오를 보

여주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전시회,

실험위주의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추적조사하여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에서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흡연 경험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한다.

- 3 -



2 .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

육전과 후의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알아봄으

로써 흡연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부목적으로는,

첫째, 교육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흡연예방 교육군과 비교군의 교육전·후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흡연 경험유무, 지식, 태도의 차이

를 알아본다.

넷째, 학생들의 지식, 태도 및 흡연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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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론 적 배경

가. 교육의 의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오래도록 행

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이란 현재의 생활보

다 나은 생활을 영위해 보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활

동인 것이다. 교육이란 여러 학설을 종합해 보면 학습자(Learner ), 사회

(Society ), 문화(Culture)라는 새 요소가 해답의 가장 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이란 학습자의 올바른 발달을 위한 조성작용이라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학습자들의 선천적인 어떤 선한 성질을 인정하고 이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해 가도록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둘째, 교육은 사회기능인 동시에 사회과정이라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내에서 태어나서 일생동안 생활을 영위해 간다고 본다.

그러기에 이런 사회내에 살고 있는 개인의 욕구 혹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은 사회적 요구 및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며 사회전통에 의해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이란 문화전달이라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둘째 견해의 일부

분이기는 하지만 Spranger와 같은 학자에 의해서 많은 발전을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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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교육의 정의

보건교육(health education)은 보건(health )과 교육(education )이란 두 낱

말이 합성하여 된 복합어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여러 가지 출판물이

나 보건교육이 앞서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보건교육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학교보건교육어제정위원회(a joint committee on terminology in

school health education)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보건교육이란, 개인이나 집

단의 건강과 관계되는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학습경험

을 베풀어주는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보건교육 교수였던 그라우트(grout )는 보건교육이란, 우리들

이 알고있는 건강에 관한 지식을 교육 수단을 통하여서 개인 또는 지역사

회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Health education in the translation of what is about health into

desirable individual and community behavior patterns by means of

education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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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흡연자의 분류와 정의

흡연자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가 널리 이용된다(표 1).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흡연자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며, 이 연구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정의로 사용하였다. 비흡연자(no- smoker )란 전혀 담배를 피

워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과거흡연자(ex - smoker )는 과거에 때때로 혹은 규

칙적으로 담배를 피웠으나 조사당시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는 자, 현재

흡연자(current smoker )는 조사당시에 규칙적으로나 때때로 담배를 피운다

고 응답한 사람 등이다.

표 1. WHO의 흡연자의 정의

매일 흡연자(da ily s moke r) 조사기간 동안 매일 흡연을 하는 자

때때로 흡연하는 자

(occa s iona l s moke r)

하루 한번도 피지 않는 날이 있는 자

비흡연자(non- s moke r) 조사기간 동안 전혀 피지 않는 자

- 과거 흡연자

(ex- s moke r)

과거 6개월 동안 매일 흡연을 하였으나 조사기간 동

안 흡연의 경험이 없는 자

- 기타 비흡연자

(othe r non- s moke r)

애초부터 전혀 피지 않았거나 거의 피지 않은 자

자료 : 대한예방의학회, 건강 통계 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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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과 흡연

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증명된 현재에도 오랜 세월동안 습관적으로 흡연

한 사람은 흡연량과 흡연기간의 증가로 금연이 어렵다고 한다(Hellmann,

1984; 김택민, 1990). 흡연은 조기에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위해는 더욱 심

하게 나타나며 1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으

로 인한 사망률은 19.0배, 15- 19세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 14.4배나 높으

며, 20세 이상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과 비교해서도 약 3배의 높은 폐

암 사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US Surgeon General Report , 1989; 김택

민, 1990).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세포나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흡연은 청소년의 지적,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안한 심리와 비행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상에도 해롭다. 대인범죄, 폭력범죄, 파괴충동, 약

물남용, 가출을 한 청소년에게서 음주 및 흡연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청소년 범죄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경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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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계의 흡연율 및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97년 발표한 한국 성인 흡연율의 순위를 보

면, 여자는 6.7%로 69위였는데 남자는 68.2%로 1위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표 2).

표 2. 세계 흡연율 순위

남자 여자

흡연율 순위 흡연율 순위

한국(Re public of Kore a) 68.2 1 6.7 69
라트비아(Lstvia ) 67.0 2 12.0 55
러시아(Russ ia Fede ration) 67.0 3 30.0 5
도미니크공화국(Dominica n Re public) 66.3 4 13.6 52
통가(Tonga) 65.0 5 14.0 5 1
터키(Turky) 63.0 6 24.0 28
중국(China) 6 1.0 7 7.0 67
방글라데시(Ba ngla des h) 60.0 8 15.0 47
피지(FIji) 59.3 9 30.6 4
일본(Ja pa n) 59.0 10 14.8 49

* 자료 : 세계보건기구, Tobacco or Health : A Global Status Report, 1997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조사한 전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조사결과

를 보면,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

히 저학년에서 남녀의 흡연율이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중학교 남자의 경우 1988년도에는 1.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4%로 약 4.1배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남자의 경우에도 1988년도에는

23.9%였으나, 2000년에는 27.6%로 1.2배 증가하였다. 중학교 여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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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에 1.2%에서 2000년에는 3.2%로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여자의 경우에는 2.4%에서 2000년도에는 10.7%로 약 4.5배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흡연율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남자보다는 여학생에서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3. 지난 13년간의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변화(1988- 2000)

성별 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남자

1988 0.4 2.1 2.7 1.8 9.5 19.1 40.4 23.9

1989 1.8 1.6 2.0 1.5 17.3 26.8 50.0 32.0

199 1 1.9 3.8 3.6 3.2 14.3 38.2 44.8 32.4

1993 2.0 2.7 3.4 2.6 13.2 24.3 4 1.9 26.2

1995 1.3 5.9 7.0 4.8 2 1.0 33.3 36.7 30.2

1997 1.5 3.8 6.9 3.9 2 1.6 4 1.0 4 1.6 35.3

1999 1.1 8.7 7.0 6.2 24.7 3 1.1 4 1.0 32.6

2000 2.7 6.3 10.6 7.4 19.9 29.8 37.9 27.6

여자

199 1 0.8 1.0 1.8 1.2 1.3 1.9 4.3 2.4

1993 1.4 1.5 1.1 1.4 1.2 2.7 2.6 2.2

1995 1.2 2.8 3.6 2.6 3.8 5.1 5.6 4.7

1997 3.2 4.4 3.7 3.9 9.9 7.2 7.3 8.1

1999 2.2 3.2 3.5 3.1 10.5 7.4 5.3 7.5

2000 0.9 1.0 6.6 3.2 12.2 10.0 10.5 10.7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없는 세상, 2000년 12월호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영(1994)의 조사에서 흡연율은 6.9%

였으며, 천경애(1994)의 서울 지역 초등학교 6학년의 흡연경험은 9.1%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흡연율의 변화는 1991년 4.7%, 1992년 4.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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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9%, 1996년 9.6%로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한국학교보건협회, 1997), 흡연의 시작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된

다(Denise 등, 1996; 한국학교보건협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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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1. 연구대 상

이 연구는 과천시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 중 2개의 초등학교와 분당

지역의 초등학교 1개 그리고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로는 1999년 4월 과천시

에 소재한 두 초등학교 5, 6학년 전수와 분당지역 초등학교 1개교 5, 6학년

전수를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2000년 7월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

교 6학년 전수와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 1학년 전수를 조사하였다.

3차 조사는 2001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전수와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 1, 2학년 전수를 조사하였

다.

1차 조사에서 성별을 알 수 없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2차·

3차 조사에서 성별을 알 수 없거나 출신초등학교를 알 수 없는 자료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별이나 출신초등학교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응답자는 모두 1441명

(남자 759명, 여자 682명)이었으며, 2차 조사의 응답자는 총 1318명(남자

706명, 여자 612명)이었으며, 3차 조사의 응답자는 총 1643명(남자 858명,

여자 785명)이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1차 조사에서 비교군은 분당지역의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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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 비교군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을

조사하였으며, 3차 조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모두를 조사하였다.

표 4. 연구대상 (단위: 명)

조사년도
비교군 교육군

순애 문원,관문 청계, 과천

1999. 4 초5 255 초5 * 5 476

(1차 조사) 초6 25 1 초6 * 6 459

계 506 계 935

2000. 7 초6 * 초6 475

(2차 조사) 중1 442 중1 40 1

중2 * 중2 *

계 442 계 876

200 1. 4 중1 459 중1 374

(3차 조사) 중2 437 중2 373

계 896 계 747

* : 설문조사는 안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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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료수 집

가. 조사모형

그림 1. 조사모형(1999- 2001)

이 연구에서의 조사는 1999년 4월 기초조사와 교육효과를 알아보기 위

한 2000년 2차조사, 2001년 3차조사로 이루어 졌다. 1999년 당시에 초등학

교 6학년이였던 학생들이 1년 교육군이 되며, 초등학교 5학년이였던 학생

들이 2년 교육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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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지 구조

1차 조사에서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 가족의 흡연력, 친구의 흡연여부,

어른이 되어서 담배를 피울 의사, 흡연의 지식에 관한 27문항, 태도에 관한

1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3차 조사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2차 조사항목에 추가적으로, 학생의 흡연경험 및 흡연횟수, 흡연

시작시기, 습관적인 흡연시작시기, 어른들의 흡연 행동에 관한 생각, 고등

학생들의 흡연 행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지식관련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올바르게 응답했으면 1점을 부여하였

고, 올바르지 않게 응답했으면 0점, 모르겠다 고 응답했으면 0.5점을 부여

하여 총 27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태도관련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올바르

게 응답했으면 1점을 부여하였고, 올바르지 않게 응답했으면 0점, 모르겠

다 고 응답했으면 0.5점을 부여하여 총 15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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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흡연예방교육 실시현황

19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표 5>와 같은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5. 흡연예방교육 실시현황(1999- 2000)

1999년도 2000년도

- 금연포스터, 표어공모전

- 금연자료전시회 1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

- 금연교육 교원연수

- 콩나물 실험

- 전문가 방송교육

- 금연글짓기 공모전

- 금연만화그리기 공모전

- 금연자료전시회 2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비디오 교육

- 금붕어 실험

- 교사금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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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연포스터, 표어공모전

1999년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 기념으로 5월 15일- 25일까지 5, 6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금연포스터, 표어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최우수, 우수, 입상

을 선정하여 두 개교에 총 211명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다. 작품선별

에 있어서는 각 반 담임선생님이 우수작 4점을 선별한 후 교장, 교감, 교무

주임선생님, 양호선생님, 금연관련 교수 1인, 연구원 1인이 최종 작품을 선

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각 반에 배구공을 증정하였다.

그림 2. 금연포스터 학생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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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자료전시회

1999년도에는 9월 27일- 30일 4일간 금연자료전시회를 하였다. 자료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담배일반자료, 흡연관

련질병 사진 패널, 흡연의 해독 이미지 사진패널, 국내·외 금연교재(금연

책자, 팜플렛 등), 금연실천 보조도구(금연패치, 금연뱃지 등), 각국의 금연

경고문구 게재 담배 샘플이 진열된 진열장 1본 등을 전시하였다.

2000년에는 4월에 금연자료전시회를 하였으며 한 학교 당 1일동안 전시

하였으며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유스럽게 관람하도록

하였다. 2명의 금연전문가가 학생들에게 자료설명을 해 주었으며 학생들의

의문점들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금연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올바르게

대답한 학생들에게는 상품을 주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그림 3. 금연자료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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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연교육 교원연수

1999년 7월 26- 27일 2일동안 금연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금연지도자를

양성하고, 담배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지도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주최한 연수가 과

천시민회관에서 있었으며 선생님들의 참석을 유도하였다.

4) 콩나물실험

1999년 11월 5, 6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콩나물실험을 통하여 담배가 얼

마나 해로운지를 설명해주었다. 학교 방송실에서 연구원이 직접 실험하는

장면을 각반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각 반에 실험재료를 나누어주어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콩나물 실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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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방송교육

1999년 6월 금연전문가 1인이 1시간동안 학교 방송실에서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6) 금연글짓기, 금연만화그리기 공모전

2000년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기념으로 5, 6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금연글짓기 및 금연만화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작품들을 모

아서 책자로 제작하여 각 반에 한 권씩 배포하여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

였다. 최우수작을 건강도시과천21C 정보지에 기사화하여 과천 전주민에게

홍보하였다.

7) 비디오 교육

1999년과 2000년에 비디오 교육이 한번씩 있었다. 5, 6학년 전수를 대

상으로 방송실에서 30분 정도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비디오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담배연기 싫어요 와 맑은 공기속에서만 자라요 를 보여

주었다.

- 20 -



8) 금붕어 실험

2000년 10월 5, 6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금붕어실험을 통하여 담배가 얼

마나 해로운지를 설명해주었다. 학교 방송실에서 연구원이 직접 실험하는

장면을 각반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각 반에 실험재료를 나누어주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금붕어 실험장면

9) 교사금연교육

2000년 11월 5, 6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연관련 교수1인이 30분동안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흡연과 관련된 유인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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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석방 법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 분석의 통계처리는 SAS package 6.12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가. 연구대상자의 교육전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분석 하였다.

나. 교육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Χ
2 - t est 하였

다.

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 test , ANOVA , Χ2 - test 하였다.

라. 흡연예방 교육군과 비교군에서의 교육전·후 흡연에 대한 지식, 태

도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 test 하였다.

마. 흡연예방 교육군과 비교군에서의 흡연경험율 및 흡연시작시기, 흡연

횟수를 Χ2 - test 하였다.

바.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사.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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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흡연예방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 상자의 일반 적 특성

1999년 1차 조사에서 교육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은 아버지 직업과

부모의 교육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 직업에서

는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교육군에서 57.0%, 비교군에서

61.6%로 비교군이 4.6% 많이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를 보면, 아버지

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율이 교육군에서 76.1%, 비교군에서 83.7%를 보이

고 있어, 비교군의 아버지 교육정도가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교

육정도가 대졸이상인 비율이 교육군에서 63.0%, 비교군에서 70.4%를 보여,

종교를 제외한 아버지의 직업과 부모의 교육정도에서 교육군보다 비교군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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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1999년)

교육군(청계·과천) 비교군(순애)
Χ2값

명 % 명 %

종교 천주교 174 18.7 99 19.6 4.036

기독교 409 43.9 2 12 42.0

불교 149 16.0 99 19.6

기타·무교 200 2 1.5 95 18.8

계 932 100.0 505 100.0

아버지직업 무직 15 1.6 7 1.4 13.546**

전문직·사무직 256 57.0 302 6 1.6

서비스직 70 7.6 5 1 10.4

농·축·임·수산업 23 2.5 3 0.6

기타 289 3 1.3 127 25.9

계 923 100.0 490 100.0

부모의 교육정도

아버지 중졸이하 48 5.3 22 4.6 11.562**

고졸 167 18.5 56 11.7

대졸이상 686 76.1 400 83.7

계 90 1 100.0 478 100.0

어머니 중졸이하 8 0.9 5 1.1 7.686*

고졸 306 36.1 129 28.5

대졸이상 534 63.0 3 19 70.4

계 848 100.0 453 100.0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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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2001년도에 실시한 3차 조사에서 교육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본 것이다. 1999년도에 실시한 1차조사에서의 비교군과 다

른 학교가 비교군으로 설정되었으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에서는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교육군에서는 58.8%, 비교

군에서는 63.8%를 차지하여 1999년도와 같이 비교군에서 높았다. 부모의

교육정도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대졸이상이 교육군에서 77.5%, 비교군에서 81.7%

로 1999년도와 같이 비교군에서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정도에서는 비교군

에서 대졸이상이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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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2001년)

교육군(청계·과천) 비교군(문원·관문)
Χ2값

명 % 명 %

종교 천주교 127 17.2 179 20.2 3.876

기독교 294 39.7 348 39.2

불교 115 15.5 115 13.0

기타·무교 204 27.6 246 27.7

계 740 100.0 888 100.0

아버지직업 무직 14 1.9 10 1.2 12.102*

전문직·사무직 426 58.8 546 63.8

서비스직 86 11.9 62 7.2

농·축·임·수산업 11 1.5 13 1.5

기타 187 25.8 225 26.3

계 724 100.0 856 100.0

부모의 교육정도

아버지 중졸이하 20 2.7 11 1.3 6.840*

고졸 146 19.8 149 17.1

대졸이상 573 77.5 7 14 8 1.7

계 739 100.0 874 100.0

어머니 중졸이하 5 0.7 1 0.1 3.496

고졸 297 4 1.4 354 4 1.2

대졸이상 4 16 57.9 504 58.7

계 7 18 100.0 859 100.0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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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2001년도에 교육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

다. 그 결과 성별, 학년, 종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의 흡연력 중에서 어머니의 흡연력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흡연력에서 현재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교육군에서

51.4%, 비교군에서는 49.0%로 비교군에서 조금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 현

재흡연자의 수가 너무 작아서, 현재흡연과 과거흡연의 항목을 흡연경험으

로 보았으며, 교육군은 1.1%, 비교군은 0.4%로 교육군의 어머니가 흡연경

험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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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육군과 비교군의 일반적특성 비교(2001)

교육군(청계·과천) 비교군(문원·관문)
Χ2값

명 % 명 %

성별 남자 386 51.7 472 52.7 0.165
여자 361 48.3 424 47.3
계 747 100.0 896 100.0

학년 중1 374 50.1 459 51.2 0.220
중2 373 49.9 437 48.8
계 747 100.0 896 100.0

종교 천주교 127 17.2 179 20.2 3.876
기독교 294 39.7 348 39.2
불교 115 15.5 115 13.0
기타·무교 204 27.6 246 27.7
계 740 100.0 888 100.0

가족의 흡연력

아버지 현재흡연 377 51.4 430 49.0 1.257
과거흡연 141 19.2 175 20.0
비흡연 204 27.8 261 29.8
모름 11 1.5 11 1.3
계 733 100.0 255 100.0

어머니 흡연경험 8 1.1 3 0.4 11.055**
비흡연 688 97.3 821 99.4
모름 11 1.6 2 0.2
계 707 100.0 826 100.0

형제·자매 현재흡연 12 2.2 9 1.4 6.013
과거흡연 8 1.5 3 0.5
비흡연 493 91.0 598 94.0
모름 29 5.4 26 4.1
계 542 100.0 636 100.0

할아버지 현재흡연 160 25.8 215 29.3 3.212
과거흡연 51 8.2 47 6.4
비흡연 306 49.3 352 48.0
모름 104 16.8 119 16.2
계 621 100.0 733 100.0

할머니 현재흡연 44 6.7 47 6.1 0.487
과거흡연 11 1.7 11 1.4
비흡연 542 82.9 652 54.6
모름 57 8.7 66 53.7
계 654 100.0 776 100.0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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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 식 , 태도 및 흡연 경험

<표 9>는 학생들의 흡연경험유무와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남자의

경우 13%, 여자는 6.9%가 흡연경험이 있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0.001). 학년에서도 중학교 1학년은 8.2%, 중학교 2학년은

12.2%가 흡연경험이 있었으며 학년별 차이가 있었다(p< 0.01).

종교는 흡연경험 유무와 관련성이 없었으며, 부모의 교육정도는 약간의

관련성을 보였다(p< 0.1).

가족의 흡연력은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머

니의 흡연력에서 모두 관련성을 보였으며, 특히 형제·자매의 흡연력과 관

련이 깊었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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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경험유무(2001) (단위: 명(%))

흡연경험
Χ2값

유 무

성별 남자 110(13.1) 728(86.9) 17.171***
여자 53( 6.9) 717(93.1)

학년 중1 67( 8.2) 751(91.8) 6.922**
중2 96(12.2) 694(87.9)

종교 천주교 28( 9.3) 274(90.7) 1.380
기독교 65(10.4) 562(89.6)
불교 27(12.1) 197(88.0)
기타·무교 42( 9.5) 400(90.5)

부모의 교육정도

아버지 중졸이하 6(20.0) 24(80.0) 5.701†
고졸 35(12.2) 251(87.8)
대졸이상 117( 9.3) 1147(90.7)

어머니 중졸이하 7(18.0) 32(82.1) 5.073†

고졸 72(11.4) 562(88.6)
대졸이상 81( 8.9) 825(91.1)

가족의 흡연력

아버지 현재흡연 91(11.5) 703(88.5) 9.611*
과거흡연 22( 7.1) 286(92.7)
비흡연 39( 8.6) 413(91.4)
모름 5(22.7) 17(77.3)

어머니 흡연경험 4(36.4) 7(63.6) 11.043**
비흡연 144( 9.7) 1336(90.3)
모름 3(23.1) 10(76.9)

형제·자매 현재흡연 6(30.0) 14(70.0) 32.092***
과거흡연 3(30.0) 7(70.0)
비흡연 90( 8.4) 980(91.6)
모름 14(25.9) 40(74.1)

할아버지 현재흡연 38(10.4) 328(89.6) 0.957
과거흡연 12(12.6) 83(87.4)
비흡연 61( 9.5) 580(90.5)
모름 23(10.4) 199(89.6)

할머니 현재흡연 17(19.1) 72(80.9) 11.217*
과거흡연 3(13.6) 19(86.4)
비흡연 105( 9.0) 1065(91.0)
모름 16(13.2) 105(86.8)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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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흡연지식 및 태도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자에 비해 여자가 지식과 태도점

수 모두 높았으며 중학교 1학년(2년 교육군)이 2학년(1년 교육)보다 지식

과 태도점수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비교군에 비해서는 교

육군에서 지식과 태도점수가 높았으나, 지식에서만 유의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에서 지식 및 태도점수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의 흡연력은 현재흡연에 비해 과거흡연이나 비흡연에서 지식 및 태

도점수가 높았으나, 아버지의 흡연력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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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및 태도점수

(단위: 평균±표준편차)

지식점수 t 또는 f값 태도점수 t 또는 f값

성별 남자 18.30±3.14 - 3.3867*** 12.30±2.55 - 5.5709***
여자 18.80±2.82 12.96±2.32

학년 중1 18.72±2.80 2.5376* 12.97±2.21 5.9087***
중2 18.35±3.18 12.25±2.65

교육여부 교육군 18.70±3.04 1.9507† 12.71±2.51 1.3546
비교군 18.41±2.97 12.54±2.42

종교 천주교 18.57±2.94 0.71 12.72±2.52 1.27
기독교 18.60±3.03 12.59±2.49
불교 18.70±2.90 12.87±2.34
기타·무교 18.39±3.05 12.51±2.42

부모의 교 육정도

아버지 고졸이하 17.97±3.02 - 3.9554*** 12.29±2.70 - 2.6026**
대졸이상 18.71±2.98 12.72±2.36

어머니 고졸이하 18.22±2.99 - 3.8314*** 12.49±2.60 - 2.0651*
대졸이상 18.80±2.98 12.75±2.31

가족의 흡 연력

아버지 현재흡연 18.41±3.17 1.54 12.45±2.55 3.32*
과거흡연 18.67±3.07 12.91±2.00
비흡연 18.82±2.95 12.84±2.31

어머니 흡연경험 18.59±3.34 - 0.0051 12.09±1.96 - 0.7951
비흡연 18.60±2.99 12.67±2.41

형제·자매 현재흡연 16.65±3.27 2.08 12.35±2.93 0.27
과거흡연 18.06±2.40 12.06±2.46
비흡연 18.64±3.07 12.69±2.36

할아버지 현재흡연 18.25±3.38 1.79 12.43±2.48 1.59
과거흡연 18.93±2.72 12.98±2.15
비흡연 18.74±2.95 12.76±2.33

할머니 현재흡연 18.64±3.13 0.94 12.30±2.82 2.82†

과거흡연 17.30±3.61 11.05±3.05
비흡연 18.62±3.06 12.72±2.32

†: p<0.1,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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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흡연예 방교육 효과

가. 어른이 된 후 흡연의사

1년 교육군에서 어른이 된 후 흡연의사는 2차 조사에서 남자의 경우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육군 4.9%, 비교군 5.0%로 비교군이 조금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있다 라고 응

답한 비율은 남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군 0.5%, 비교군 1.5%로 비교군

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01년도에 실시한 3차 조사에

서는 남자의 경우, 교육군 10.7%, 비교군 9.6%였으며, 여자의 경우, 교육군

과 비교군 모두 4.9%였다. 2차 조사에서 보다 3차 조사에서 교육군과 비교

군 모두 흡연의사가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11).

표 1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어른이 된 후 흡연 의사 : 1년교육

남자

Χ2값

여자

Χ2값교육군 비교군 교육군 비교군

명(%) 명(%) 명(%) 명(%)

2000년 흡연의사

중1 있다 10( 4.9) 12( 5.0) 0.002 1( 0.5) 3( 1.5) 0.970

없다 194( 95.1) 228( 95.0) 196( 99.5) 198( 98.5)

계 204(100.0) 240(100.0) 197(100.0) 201(100.0)

200 1년 흡연의사

중2 있다 20( 10.7) 22( 9.6) 0.134 9( 4.9) 10( 4.9) 0.000

없다 167( 89.3) 207( 90.4) 175( 95.1) 194( 95.1)

계 187(100.0) 229(100.0) 184(100.0) 2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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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2년 교육을 받은 군에서의 어른이 된 후 흡연의사를 보여주

는데, 남자의 경우, 흡연의사가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육군 4.6%,

비교군 7.5%로 비교군에서 조금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2.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어른이 된 후 흡연 의사 : 2년교육

남자

Χ2값

여자

Χ2값교육군 비교군 교육군 비교군

N(%) N(%) N(%) N(%)

200 1년 흡연의사

중1 있다 9( 4.6) 18( 7.5) 1.632 3( 1.7) 7( 3.2) 0.907

없다 188( 95.4) 22 1( 92.5) 173( 98.3) 2 10( 96.8)

계 197(100.0) 239(100.0) 176(100.0) 2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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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흡연에 관한 지식 및 태도의 교육효과

1) 1년 교육효과

1999년도 당시 교육을 받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0년

과 2001년도에 지식점수는 남자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낮아

지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1999년보다 2000년에 점수가 약 3점 높았으나

2001년 조사에서는 다시 낮아졌다. 교육군과 비교군의 지식점수의 차이를

볼 때, 2000년도에는 남자에서 교육군이 비교군에 비해 1.4점이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 여자의 경우 교육군에서 0.7점 높았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2001년 조사에서 남자의 경우, 교육군에서 0.7점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경우 교육군이 비교군보다 0.2점 낮았으며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13).

표 13.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지식점수 : 1년교육

남자
t값

여자
t값

교육군 비교군 교육군 비교군

1999(초6) 19.7 19.6

2000(중1) 18.7 18.0 2.2793* 19.1 18.8 1.2007

200 1(중2) 18.3 17.9 1.0998 18.6 18.7 - 0.4652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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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군과 비교군의 성별 태도점수를 보면, 남자·여자 모두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군과 비교군의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점수의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군과 비교군에서 모두 점수가 낮아졌다. 여자의 경우에도 시간이 교육

군과 비교군의 점수 차이는 없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표 14).

표 14.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태도점수 : 1년교육

남자
t값

여자
t값

교육군 비교군 교육군 비교군

1999(초6) 12.9 13.2

2000(중1) 12.9 12.7 0.9262 13.5 13.3 0.8287

200 1(중2) 11.8 12.0 - 0.6625 12.6 12.6 - 0.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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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교육효과

1999년 당시에 5학년인 학생들은 2년 교육받은 군이 된다. 지식점수는

교육을 받은 후 2000년 조사에서 남녀모두 점수가 올랐다. 2001년 조사결

과 교육군과 비교군의 차이를 볼 때 남자의 경우 교육군에서 0.8점 높았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자의 경우 교육군에서 비교군보

다 0.8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15).

표 15.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지식점수 : 2년교육

남자
t값

여자
t값

교육군 비교군 교육군 비교군

1999(초5) 19.2 19.5

2000(초6) 19.3 19.5

200 1(중1) 18.8 18.3 1.6 115 19.2 18.7 1.74 10†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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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은 교육군과 비교군에서의 태도점수를 나타낸다. 남자에서 교

육군 12.9점, 비교군 1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여자

에서도 교육군이 비교군보다 0.4점 높았다(p< 0.05).

표 16.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태도점수 : 2년교육

남자
t값

여자
t값

교육군 비교군 교육군 비교군

1999(초5) 12.8 13.5

2000(초6) 13.1 13.8

2001(중1) 12.9 12.4 2.1957* 13.6 13.2 2.0795*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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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구의 흡연유무(2001년자료)

<표 17>은 3차 조사에서 교육군과 비교군에서의 친구의 흡연유무를 나

타낸다. 1년 교육받은 군을 보면, 남자의 경우 교육군이 비교군보다 6.5%

높았으며, 여자도 5%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롤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년 교육받은 군에서 여자의 경우 교육군에서의 친구의 흡연이 있

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비교군에서는 11.5%로 비교군에 속한 여학생

들의 친구흡연이 교육군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았다(p< 0.01).

표 17. 연구대상자의 교육기간별 성별에 따른 친구의 흡연율 (단위: %)

중2(1년교육)
t값

중1(2년교육)
t값

교육군 비교군 교육군 비교군

남자 23.1 16.6 2.781 9.7 10.1 0.0 18

여자 24.3 19.3 1.430 4.0 11.5 7.238**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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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흡연경험율

1) 1년 교육효과

<표 18>은 흡연예방 교육을 1년 받은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흡연경험율을 나타낸다. 남자의 경우 교육군은 15.3%, 비교군은 14.6%로

교육군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교육군은 12.6%, 비교군은

6.0%로 교육군에서 약 흡연경험이 더 높았다(p< 0.05).

표 18.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율 (단위: %(명))

중2(1년교육)
Χ2값

교육군 비교군

남자 15.3(28) 14.6(33) 0.0399

여자 12.6(23) 6.0(12) 4.974*

* : p<0.05

그림 6. 성별 흡연경험율(1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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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교육군에서의 흡연시작연령은 아래 <그림 7> ,<그림 8>와 같다.

그림 7. 흡연시작연령- 남자/중2

그림 8. 흡연시작연령- 여자/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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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 교육을 1년 받은 학생들이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 흡

연횟수를 알아보았는데, 남자·여자 모두 교육군에서 과거에 1회 흡연경험

자가 많았다. 여자의 경우 과거에 5회이상 흡연한 학생이 교육군은

29.2%, 비교군은 41.6%로 비교군 학생들이 약 2배정도 많았으나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19).

표 19.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흡연횟수

(1년교육 : 중2)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과거에

1회

과거에

2- 4회

과거에

5회이상

과거에

1회

과거에

2- 4회

과거에

5회이상

남자 14(53.9) 8(30.8) 4(15.3) 2 1(60.0) 8(22.9) 6(17.1) 2.118

여자 10(4 1.6) 7(29.2) 7(29.2) 6(50.0) 1( 8.3) 5(4 1.6)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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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교육효과

흡연예방교육을 2년 받은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흡연경험율을

보았다. 남자의 경우 교육군은 12.3%, 비교군은 10.7%로 비교군이 낮은 경

향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교육군은 2.5%, 비교군은 5.6%로 교육군에서 흡

연경험이 더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0).

표 20.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율 (단위: %(명))

중1(2년교육)
Χ2값

교육군 비교군

남자 12.3(24) 10.7(25) 0.277

여자 2.5(6) 5.6(12) 0.992

그림 9. 성별 흡연경험율(2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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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교육군에서의 흡연시작연령은 아래 <그림 10> ,<그림 11>와 같다.

그림 10 . 흡연시작연령- 남자/중1

그림 11. 흡연시작연령-여자/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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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흡연예방 교육을 2년 받은 학생들이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에 흡연횟수를 나타낸다. 남자에 있어서 교육군과 비교군을 볼 때 과

거에 5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3%, 26.1%로 비교군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표 2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흡연횟수

(2년교육 : 중1)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과거에

1회

과거에

2- 4회

과거에

5회이상

과거에

1회

과거에

2- 4회

과거에

5회이상

남자 16(66.7) 6(25.0) 2(8.3) 16(69.6) 1( 4.4) 6(26.1) 5.553†

여자 4(66.7) 2(33.3) 0(0.0) 5(4 1.7) 4(33.3) 3(25.0) 2.00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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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에 미래에 흡연에 대한 생각

앞선 결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 어린 청소년이므로 흡연경험율

이 낮았다. 따라서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앞으로의 흡연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았다.

앞으로도 안피움 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1년 교육받은 학생들은 남

자에서 교육군 87.5%, 비교군 89.9%로 비교군이 더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교육군과 비교군이 각각 93.8%, 96.3%로 역시 비교군에서 더 높았으나, 통

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22).

표 22.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의 의지

(1년교육 : 중2)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앞으로도

안피움

기회가

있으면

피움

고등학생

이 되면

피움

고등학교

졸업후

피움

앞으로도

안피움

기회가

있으면

피움

고등학생

이 되면

피움

고등학교

졸업후

피움

남자 140(87.5) 9(5.6) 1(0.6) 10(6.3) 177(89.9) 9(4.6) 1(0.5) 10(5.1) 0.489

여자 15 1(93.8) 5(3.1) 1(0.6) 4(2.5) 184(96.3) 3(1.6) 0(0.0) 4(2.1)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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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교육군에서 앞으로도 안피움 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에 교육군과 비교군 각각 93.1%, 91.9%로 교육군에서 에서 약간 높았

다. 여자의 경우에는 교육군과 비교군 각각 95.4%, 97.0%로 비교군에서 약

간 높았지만 남자·여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표 23).

표 23.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의 의지

(2년교육 : 중1)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앞으로도

안피움

기회가

있으면

피움

고등학생

이 되면

피움

고등학교

졸업후

피움

앞으로도

안피움

기회가

있으면

피움

고등학생

이 되면

피움

고등학교

졸업후

피움

남자 162(93.1) 5(2.9) 0(0.0) 7(4.0) 193(91.9) 2(1.0) 2(1.0) 13(6.1) 4.457

여자 164(95.4) 3(1.7) 1(0.6) 4(2.3) 197(97.0) 4(2.0) 1(0.5) 1(0.5) 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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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른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어른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으로 1년 교육군에서 바람직 하지 못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남자의 경우 교육군과 비교군 각각 55.3%, 48.9%

로 교육군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서도 교육군

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24).

표 24.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어른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1년교육 : 중2)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안함

피해주지

않으면

괜찮음

바람직

하지

못함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안함

피해주지

않으면

괜찮음

바람직

하지

못함

남자 33(18.2) 48(26.5) 100(55.3) 40(17.8) 75(33.3) 110(48.9) 2.333

여자 25(13.7) 37(20.3) 37(65.9) 22(11.0) 52(25.9) 127(63.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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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교육군에서 남자의 경우에 교육군과 비교군 각각 70.9%, 66.8%를

바람직 하지 못함 이라고 응답하여 교육군의 비율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

에는 교육군이 74.4%, 비교군이 77.4%를 차지하여 비교군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 두 결과는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25).

표 25.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어른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2년교육 : 중1)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안함

피해주지

않으면

괜찮음

바람직

하지

못함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안함

피해주지

않으면

괜찮음

바람직

하지

못함

남자 22(11.2) 35(17.9) 139(70.9) 35(14.9) 43(18.3) 157(66.8) 1.362

여자 16( 9.1) 29(16.5) 131(74.4) 21( 9.7) 28(12.9) 168(77.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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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등학생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1년교육 받은 군과 비교군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금지되어야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의 경우 교육군과 비

교군이 각각 60.3%, 63.2%로 비교군에서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는 교육군

이 67.8%, 비교군이 62.2%로 교육군이 올바른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지만

교육군과 비교군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26).

표 26.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1년교육 : 중2)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
괜찮다

그저

그렇다

금지되어야

한다
괜찮다

그저

그렇다

금지되어야

한다

남자 6(3.4) 65(36.3) 108(60.3) 7(3.1) 77(33.8) 144(63.2) 0.340

여자 11(6.1) 47(26.1) 122(67.8) 13(6.5) 63(31.3) 125(62.2)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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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교육을 받은 군과 비교군에서의 고등학생 흡연에 대한 생각에서 남

자의 경우 교육군과 비교군에서 각각 82.7%와 72.%가 금지되어야 한다 라

고 응답하였다. 이는 1년 교육받은 군에 비해 약 20%가 높은 수치이며, 교

육군과 비교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교육군보다 비교군에서 더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7).

표 27.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2년교육 : 중1) (단위: 명(%))

교육군 비교군

Χ2값
괜찮다

그저

그렇다

금지되어야

한다
괜찮다

그저

그렇다

금지되어야

한다

남자 4(2.0) 30(15.3) 162(82.7) 6(2.6) 60(25.4) 170(72.0) 6.949*

여자 3(1.7) 45(25.6) 128(72.7) 12(5.6) 39(18.1) 164(76.3) 6.44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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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생들의 흡연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흡연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았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지식점수가 높았으며, 5학년에 비해 6학년이

점수가 낮았다. 또한 교육군에서 지식점수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어머니의 경우에만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

인 경우 지식점수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흡연력

은 비흡연에 비해 현재흡연이 지식점수가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했으

며 그 외 가족의 흡연력은 비흡연에 비해 과거흡연이나 현재흡연인 경우

지식점수가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28).

표 28. 흡연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 P값

상수 15.857 0.000 1
성별(1:여자 0:남자) 0.535 0.000 1
학년(1:6학년 0:5학년) - 0.276 0.0346
교육여부(1:교육군 0:비교군) 0.406 0.00 10
부 모 의 교 육정 도

아버지(1:대졸이상 0:고졸이하) 0.234 0.1424
어머니(1:대졸이상 0:고졸이하) 0.442 0.0009

가 족 의 흡 연력 (0:비흡연)
아버지 과거흡연 - 0.183 0.2990

현재흡연 - 0.363 0.0112
어머니 흡연경험 - 0.345 0.0542
형제, 자매 과거흡연 - 1.173 0.1689

현재흡연 - 0.901 0.12 18
할아버지 과거흡연 0.035 0.8897

현재흡연 - 0.2 15 0.1442
할머니 과거흡연 - 0.361 0.5107

현재흡연 - 0.099 0.7 125
F 값 6.458

Adj R2 값 0.0324
p 값 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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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흡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았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으며,

2년 교육군인 5학년에 비해 1년 교육군인 6학년이 점수가 낮았다. 또한 교

육군에서 태도점수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

는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인 경우 지식점수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의 흡연력은 아버지가 현재흡연, 어머니가 흡연경험

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현재흡연, 할아버지·할머니가 현재흡연인 경

우 태도점수가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9).

표 29.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 P값

상수 12.489 0.0001
성별(1:여자 0:남자) 0.636 0.0001
학년(1:6학년 0:5학년) - 0.748 0.0001
교육여부(1:교육군 0:비교군) 0.185 0.0495
부 모 의 교 육 정 도

아버지(1:대졸이상 0:고졸이하) 0.088 0.4709
어머니(1:대졸이상 0:고졸이하) 0.087 0.3907

가 족 의 흡 연 력 (0:비흡연)
아버지 과거흡연 - 0.182 0.1760

현재흡연 - 0.305 0.0052
어머니 흡연경험 - 0.378 0.0056
형제, 자매 과거흡연 - 1.158 0.0745

현재흡연 - 1.224 0.0058
할아버지 과거흡연 - 0.112 0.56 11

현재흡연 - 0.289 0.0 101
할머니 과거흡연 - 0.334 0.4246

현재흡연 - 0.597 0.0034
F 값 12.257

Adj R2 값 0.0648
p 값 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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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영형을 미치는 요인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성별, 어머니의 흡연경험, 지식점수, 태

도점수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보다 남자가 흡연경험이 1.8배 높았다. 가

족의 흡연력 중에서 어머니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에 약

5.6배 높았다. 지식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흡연경험은 1.07배 정도 증가하

여 지식이 좋은 학생인 경우 흡연경험이 더 높았다. 태도점수는 1점 높아

질수록 흡연경험이 0.68배 감소하여 태도 점수가 좋은 학생일수록 흡연경

험이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그리고 흡연예방 교육여부는 교육군에 비해 비교육군이 0.9배로 더 낮

은 흡연경험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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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 수 비차비 신뢰구간

성별 여 1.00
남 1.800** 1.199- 2.702

학년 5학년 1.00
6학년 1.085 0.735- 1.600

교육여부 교육군 1.00
비교군 0.870 0.7 19- 1.053

부모의 교육정도

아버지 고졸이하 1.00
대졸이상 1.029 0.603- 1.757

어머니 고졸이하 1.00
대졸이상 0.776 0.499- 1.207

가족의 흡연력

아버지 비흡연 1.00
과거흡연 0.624 0.346- 1.128
현재흡연 0.89 1 0.575- 1.380

어머니 비흡연 1.00
흡연경험(유) 5.598* 1.47 1- 2 1.307

형제, 자매 비흡연 1.00
과거흡연 2.087 0.382- 11.399
현재흡연 2.746 0.765- 9.863

할아버지 비흡연 1.00
과거흡연 1.50 1 0.744- 3.030
현재흡연 0.785 0.489- 1.262

할머니 비흡연 1.00
과거흡연 0.62 1 0.122- 3.155
현재흡연 1.460 0.7 14- 2.989

흡연에 관한 지식 1.072* 1.00 1- 1.148
흡연에 관한 태도 0.680*** 0.629- 0.734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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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흡연경험율(중1)은 남자가 13.1% 여자가 6.9%로,

다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흡연경험율 35%보다 낮다. 이는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의 초등학생들의 부모 흡연율은 약 50%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

율보다 약 15%정도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도 언급

하듯이 학생들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부모의 흡연(강윤주

등, 1995; Nolte 등, 1983; Reek 등, 1987; Glynn, 1989; Newman 등, 1989;

Sarason 등, 1992; Males, 1995; Morton 등, 1999)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

에서도 부모의 흡연율이 낮은 것이 학생들의 흡연경험율이 낮은 이유로 생

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1년 교육군과 2년 교육군에서 지식 및 태도 점수가 비슷

하였다. 남녀별로도 점수가 비슷하였으며, 지식점수에서 교육군이 비교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태도점수에서는 교육정도에 관계없이 학

년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군과 비교군의 뚜

렷한 점수차이는 없었다.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

별, 학년, 어머니의 흡연경험, 형제·자매의 흡연력, 할머니의 흡연력이였으

며, 교육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ce 등(1998)의 연구는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6학년

이 될 때까지 3년동안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교육군과 비교

군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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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흡연의 지식 및 태도는 교육군에서 비교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으나, 행동 의사에 있어서는 교육군과 비교군의 차이가 없었다.

Peck 등(1993)이 연구한 콜로라도주의 'T obacco- Free School and

Communities Project '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동안 진행되었으며, 학

교 당국, 행정가, 교사, 지도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담배의 해로움 점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한 결과 1988년 당시는 콜로라도주

의 5%만이 학교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중이었으나, 4

년 뒤인 1992년에는 콜로라도주의 50%가 tobacco- free school이 되었다고

한다.

Denson 등(1981)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1975- 6년)에서 8학년

(1977- 8년)까지 계속 교육시키면서 추적연구한 결과, 1977년까지는 교육군

과 비교군에서 흡연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1978년에는 교육군이 비교군보

다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p< 0.0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s 등, 1981; T elch 등, 1982; Johnson 등, 1986;

Hansen 등, 1988; Lukpker 등, 1983; Murray 등, 1988; 김택민, 1990).

이 연구의 장점으로는 교육군에게 실시되었던 흡연예방교육은 최근 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비해 양과 질이 높았다. 또한 학교측의 자발

성 및 담당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계획대로 교육이 잘 되었으며, 기존의 교육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보는 국내의 연구가 6개월 내지는

1년정도로 단기간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했는데 이 연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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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추적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단점으로는 첫째, 이 연구에서의 흡연예방교육은 경기도 과

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우

리 나라 전체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교육전 조사에서 비교군을 과천시에 있는 나머지 학교를 선정하

지 못하여,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므로, 교육전과 후의 비교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무기명

으로 설문조사하였기 때문에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집단적 효과를 측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개별적 효과는 측정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 학

부모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고, 흡연예방교

육의 효과를 2년 동안 추적관찰하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된

후 추적조사를 계속하여 흡연의 지식, 태도 및 행동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흡연율에 대한 추후 조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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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이 연구는 흡연예방교육이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흡연예방교육 실시 전, 후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과천시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 중 2개의 초등학교와 분당

지역의 초등학교 1개 그리고 과천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1999년부터 2001년에 년도별로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차 조사 응답자는 모두 1441명(남자 759명, 여자 682명)이었으며, 2차 조사

의 응답자는 총 1318명(남자 706명, 여자 612명)이었으며, 3차 조사의 응답

자는 총 1643명(남자 858명, 여자 785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도에 조사한 학생들의 흡연경험율은 10% (남자 13.1%, 여자

6.9%)이었다. 둘째, 대상 학생들의 지식수준은 총 27점 만점 중 2000년도 1

년 교육군에서 남자의 경우 교육군이 18.7점, 비교군이 18.0점으로 교육군

에서 0.7점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그러나

1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교육군 18.3점, 비교군 17.9점으로 교육군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자의 경우 2000

년, 2001년 모두 교육군이 비교군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년 교육군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 점수가 학

년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졌으며, 교육군과 비교군에서 점수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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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셋째, 대상 학생들의 태도수준은 총 15점 만점 중 2000년도 1년교

육군에서 남자, 여자 모두 비교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2년 교육군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수는 낮아졌으나,

교육군이 비교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 0.05). 넷째, 고등학생들의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에서 1년 교육받은 군

에서는 교육군과 비교군에서의 차이가 없었으며, 2년 교육받은 군에서는

남자의 경우, 교육군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 82.7%, 비교군은 72.0%로 교육

군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 0.05).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교육군이 72.7%, 비교군이 76.3%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교육군에서 더 낮았다(P< 0.05). 다섯째,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흡연력이었다. 여섯째,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영향

을 주는 주요인들로는 성별, 어머니의 흡연경험, 흡연에 관한 지식점수, 태

도점수 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 수준을 높이는데 충분하지 못

하였다. 추후연구에서 학생들의 흡연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의 지식, 태도 및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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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에 사용된 설문 지

학 생 여 러 분 안녕 하 십 니 까 ?

다음은 여러분들의 담배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입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시험이 아니므로 아는 대로 질문에 솔직하

게 답해주십시오. 또한 이 설문의 결과는 성적을 매기거나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옆 사람과 질문 내

용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큰소리로 읽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2001.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드림

* 다 음 질 문 을 읽고 ____에 해 당 사 항 을 기 입 하 거 나 ○ 표 하 여 주 십 시 오 .

1.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 ( 과천, 청계, 문원, 관문, 기타__________) 초등학교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 ( 과천, 문원 ) 초 등 학 교 , ( 4 , 5 , 6 ) 학 년

2. 성별 : 남 ( ), 여 ( )

3. 종교 : 천주교( ), 기독교( ), 불교 ( ), 기타( ), 종교없음 ( )

4. 아버지의 직업은? ( )

1) 무직 2)전문직,기술직 3)사무직 4)판매종사자

5) 서비스직 6)농,축,임,수산업 7)기타 ______ 8)아버지 안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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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가족 중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해당란에 모 두 ○표 하십시오.

1) 아버지 (피우신다, 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안피우신다, 모르겠다)

2) 어머니 (피우신다, 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안피우신다, 모르겠다)

3) 형,오빠 (피우신다, 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안피우신다, 모르겠다)

4) 할아버지 (피우신다, 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안피우신다, 모르겠다)

5) 할머니 (피우신다, 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안피우신다, 모르겠다)

6. 아버님의 교육정도는? (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

어머님의 교육정도는? ( 국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

7. 학생의 친한 친구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 ), 없다 ( )

8. 학생은 어른이 되어서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 ( ), 없다( )

* 해 당되 는 사 항 에 ○ 표 하십 시 오

9. 담배의 중독성 및 습관성을 일으키는 성분은 니코틴이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0. 담배를 피우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1.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2.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3. 담배를 조금씩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4. 담배의 성분중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은 타르이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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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6.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7. 임신 중 담배를 피우면 태어나는 아기의 몸무게가 감소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8.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피해가 더 크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9. 하루 한 개피 정도 흡연하는 것은 건강상 피해가 거의 없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0. 연기를 들여 마시지 않고 뻐끔 담배만 피우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1.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아프게 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2. 어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3.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 진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4.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많이 생긴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5. 담배를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6. 담배를 피우면 감기에 잘 걸린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7. 담배를 피우면 심장기능이 약해진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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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9. 다음중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모두 ○표 하세요.

니코틴 ( ) 타르( ) 일산화탄소 ( ) 모르겠다( )

30. 형제나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말리겠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1.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2.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3.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울 수 있다.(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4.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보라고 하면 거절하겠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5. 담배를 피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피워보겠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6.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7. 담배가 해롭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8.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9. 담배 피우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0. 담배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1.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도 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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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담배 자판기 설치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3.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4. 담배를 피우면 어른스러워 보인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5. 호기심에 한두번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6. 외제담배가 국산담배보다 품질이 좋아서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7.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담배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

이 든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8.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49. 친한 친구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 ), 없다 ( )

50. 학생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 ← 51번으로 가세요.

2) 없다 ( ) ← 54번으로 가세요.

51.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면 (50번에서),

다음 중 어느 경우입니까? ( )

1) 과거에 딱 한번 피워본 적이 있다.

2) 과거에 몇 번 (2∼4번) 피워본 적이 있다.

3 ) 과거에 여러번(5회 이상) 피워본 적이 있다.

4 ) 현재 가끔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번이상) 피우고 있다.

5 ) 현재 자주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이상) 피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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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51번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 )

1) 일주일에 한 개피 정도

2) 일주일에 세 개피 정도

3) 하루에 한 개피 정도

4) 하루에 두 개피 정도

5) 하루에 세 개피 정도

6) 하루에 네 개피 이상

53. 학생이 처음으로 담배를 입에 대어 본 때는? ( 세 혹은 학년 때)

학생이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때는? ( 세 혹은 학년 때)

54. 지금까지 한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다면 (50번에서),

다음 중 어느 경우입니까? ( )

1) 앞으로도 전혀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다.

2)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담배를 피워볼 생각이다.

3 )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담배를 피워볼 생각이다.

4 )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담배를 피워볼 생각이다.

55. 어른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는다.

2)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피워도 괜찮다.

3 )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56. 고등학교 형이나 오빠들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괜찮다.

2) 그저 그렇다.

3 ) 금지되어야 한다.

☞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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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금붕어 실험 방법

준비물 : 금붕어 3마리, 500cc 비이커 3개, 100cc 비이커 2개, 종이컵 2개,

나무젓가락, 거즈약간(혹은 티슈), 생수, 담배 1갑

실험방법 :

1. 500cc 비이커 3개 중 1개에는 생수 200cc를, 나머지 두 개의 비

이커에는 각각 150cc 의 생수를 담고, 금붕어 한 마리씩을 넣는

다.

2. 종이컵 2개 중 하나에는 담배 5개피의 잎을 넣고, 다른 종이컵

에는 담배 10개피의 잎을 넣은 후, 각각의 종이컵에 물 50cc를

넣는다.

3. 나무젓가락으로 잘 젖는다.

4. 담뱃잎이 녹은 물을 100cc의 비이커에 각각 넣는다. 이때, 거즈

혹은 티슈로 거르면 담배잎이 녹은 물만 걸러서 넣을 수 있다.

5. 500cc 비이커 3개 중 150cc의 물이 담겨있는 비이커 2개에 각각

담뱃잎이 5개피, 10개피 녹은 물을 동시에 넣는다. 이때의 시간

을 적어둔다.

6. 금붕어를 관찰하면서, 처음으로 비실거리는 시간을 적는다.

7. 금붕어가 죽은 시간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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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콩나물 재배 실험 방법

준비물 : 녹색 콩나물 콩, 담배 한 갑, 페트병3개, 거즈 약간, 티슈 약간, 철

망 (혹은 플라스틱 망), 나무젓가락, 500cc 비이커 2개

실험방법 :

1. 콩나물 콩을 물에 1시간 정도 불린다.

2. 500cc 비이커 2개에 200cc의 물을 넣고 담뱃잎의 양을 달리하여

(5개피, 10개피) 녹인다.(잎을 거른 후 물만 남겨둠)

3. 페트병을 높이 20cm되게 자른다.

4. 페트병의 10cm되는 곳에 칼로 홈을 낸다.(2군데 혹은 3군데)

5. 페트병의 홈에 나무 젓가락을 5cm로 자른 후 꽂는다.

6. 그 위에 플라스틱 망을 올린다.

7. 플라스틱 망에 티슈 한 장을 말아서 대롱을 꽂는다.(물 흡수를

위함)

8. 플라스틱 망위에 거즈를 올려 놓는다.

9. 거즈위에 콩나물 콩을 올려놓는다.

10. 생수 또는 담뱃잎을 녹인 물을 붇는다.

11. 일주일 동안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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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금연교육 교원연 수 일정표 (1999)

시 간 7/26 7/27

9:00 - 9:40 등 록 VIdeo 시청

9:50 - 10:15
개회사 : 김일순 교수

격려사 : 이성환 과천시장
분임토의 및 발표

(지선하 연세대보건대학원교수)
10:15 - 11:00

금연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11:10 - 12:00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

(지선하 연세대보건대학원교수)

금연방법과 청소년 금연교실

(신성례 삼육대학교수)

12:00 -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 14:30

흡연의 해독

(김상철 박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사)

학교금연사례발표

(차명호 부산충렬고등학교교사)

14:30 - 14:40 휴식 휴식

14:40 - 15:30

흡연의 약리와 심리학

(민성길/

연세의대정신과학교실교수)

현대적 건강개념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15:30 - 16:30 흡연해독 실험과 VIdeo 시청 종합평가

수료증 수여

폐회식16:30 - 18:00 분임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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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STRA CT =

T he effect of anti - s m oking educ ation prog ram am ong

prim ary s chool children on the s m oking behav ior, attitude

and know ledg e of sm oking am ong m iddle s chool s tudent s

Soo Jeong Kim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 . D.)

T he study objectives w ere to examine the effect of earlier

anti- smoking education program among primary school student s on the

smoking behaviors like status , age at starting smoking, attitude and

knowledge of smok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 Study participants

were 4 primary schools (4 primary school) and two middle school

students , which w ere located in the Gwacheon city . Baseline survey

was held on 1999 for 4th , 5th , and 6th grade in 4 primary schools .

Follow - up survey s w ere followed at 2000 and 2001 year when they

were middle school students . Result s w ere follow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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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re was no difference for general characteristics except the

mothers smoking history , which was higher rate among experimental

group (1.1%) than that of control (0.4%).

For the one year experimentation among males , experimental group

had higher score of knowledge of smoking hazard (18.7) than control

group (18.0) which was statist ically significant (p< 0.05), but not

significant among females . In terms of score of attitude for smoking

tended to be low ered as year goes but w 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For the tw o year s experimentation among males , both for males and

female had a slightly higher score of knowledge of smoking hazard, bu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Also,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e

score of attitude of smoking were higher among the experimentation

group than control group (p< 0.05).

T here w ere no quite difference of smoking experi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logistic regression analy sis to

examine the factor s of affecting the smoking experience after

anti- smoking education program, gender , year of school grade, mother s

smoking history , sib- sib smoking history and grandmothers smoking

history w 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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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short - term effect of antismoking education for

primary school children had a significant contribution for knowledge and

att itude of smoking but not for smoking experiences . Further study to

examine the long - term effect of these antismoking education program

was strong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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