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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 실시 6개월 후의 금연율과 금연 실

패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

다.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위생병원부설 5일금연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6월 각 학교를 방문하여 94명에게 설문

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일반적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로,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특성 비교는 t-test와 X
2
-test 그리

고 ANOVA분석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금연기간의 비교는 life-test를 이용

한 Log-Rank 방법으로, 금연 실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Cox's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실시 6개월 후의 금연 성공률은 55.32%이었다. 

금연 성공자의 65%가 금연프로그램의 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

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금연 화와 의료강의 다.

   2) 금연 성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43.86%, 여학생의 72.97%

가 금연에 성공하고 있었다. 금연 성공자에게 있어서 금연을 유지하기 힘

들었던 이유는 스트레스 받을 때(38.46%)와 습관성(36.54%)때문이라고 하

으나, 건강에 대한 생각(44.23%)과 강한 의지(32.69%)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금연을 하면서 좋아진 것은 용돈이 절약(34.62%) 되고 운동 

시 숨이 차지 않는 것(23.0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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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연 실패자의 특성은 초․중학교 때 첫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51.23%가 금연에 실패하고 있었다.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담배에 대한 습

관성(50.00%)과 의지부족(16.67%) 때문이었고, 실패자의 95.24%가 앞으로 

금연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4) 금연 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유의

하게 나온 변수는 첫 흡연 시작시기 다. 초․중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경

우에 비해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 금연에 실패할 확률이 0.13배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금연 성공자의 65%가 금연프로그램의 

향을 받은 것을 볼 때,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그

러나 청소년 금연 실패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이 첫 흡연 시작시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실시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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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두되는 건강문제는 흡연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각종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도 바로 

흡연이라고 한다.  

   1960년대 이후 구미 선진국들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금연정책과 금연

운동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자각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흡연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금연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대책이 결여된 개발도

상국과 아시아 대부분 나라에서는 자국 담배시장 규모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조직적인 판매전략과 맞물려 여전히 높은 흡연율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의 급상으로 세계적인 새로

운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1980).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청소년과 어린

이를 담배로부터 구하자.」로 정하여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다

루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계속되어, 1998년에 다시

「담배 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선정하 다

(박명윤, 1999).

   우리나라도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등장

하고 있다. 1999년 복지부의 5월 건강길라잡이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이 

고3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41.6%로, 미국 흑인 청소년 28.2%,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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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고3 여학생의 흡연율도 7.3%에 달해 국 

26.5%, 미국 17.4%보다는 낮았으나, 일본 5.2%, 러시아 4.8%보다 높아 안

심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김창기, 1999).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

제가 아닐 수 없다. 흡연에 의한 대부분의 역학조사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

작한지 20∼30년 정도가 지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흡연 연

령층의 연소화로 우리 청소년들의 높은 흡연율을 고려하면, 이들이 흡연으

로 피해를 받을 20∼30년 후, 40대가 되는 2020년경은 우리나라 장년 층의 

건강은 그 어느 때 보다고 심각한 피해를 받아 국력의 소모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금연운동의 부흥을 가져왔고, 

2002년 12월부터는 TV방송국에서 흡연장면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보고가 

나오고, 2003년 7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정부청사, 초, 중, 고등학교 내에서의 

전면적인 흡연금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의 변화를 보면 1988년 이후부터 1999

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전국적인 금연운동 확산, 모든 학교를 금연구

역으로 지정 및 금연교육 강화, 사회 전체의 금연분위기 확산 등으로 2000

년 이후 최근 들어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던 흡연율이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 3.5%로 감

소하 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 23%에서 1997년 35.3%까지 증가

하던 흡연율이 1999년 32.3%, 2000년 27.6%, 2001년 24.8%, 2002년 23.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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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중학생의 경우도 1991년 1.2%에서 1997년 3.9%까지 증가하 다가 

199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0.9%로 급격히 감소하 다. 여

자 고등학생의 경우도 1988년 2.4%에서 2000년 10.7%까지 증가하 고, 

2001년 7.5%, 2002년 7.3%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한국갤럽, 2002). 

   그러나 한 국가의 흡연율의 통계는 1∼2년의 단기적인 변화로는 그 전

체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10년 이상 추이를 관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교육 연구들(김택민, 

1990; 최선화, 1991; 임소연, 1996; 김도훈 등, 1997; 신성례, 1997; 이진, 

1998 ; 최성혜, 1999 ; 황혜숙, 2000; 홍운식, 2001; 성경림, 2001; 김지은, 

2003)은 자의에 의해서 참여한 흡연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학교 적발에 의해 타의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금연프로그램의 효과는 제

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인 금연프로그램은 서울위생병원 및 부산위생병원 

부설 5일금연학교, 서울시 교육위원회, 광주, 안양, 여수 등의 몇 교회에서 

5일금연학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산하 청소년 상담센터, 각 대학 금연

클리닉에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나(강윤주, 1999), 이 프로

그램 대한 체계적 정리나 효과검증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위생병원에서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

는 청소년 5일금연학교가 청소년 금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위생병원 5일금연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성인대

상 2편, 청소년대상 1편이 있다.  

   김선애(1998)가 연구한 ‘금연프로그램의 장기효과분석‘는 담배의 해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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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금연을 하고자 하지만 끊지 못하는 성인들을 모아 하루 저녁 2시간씩 

5일간을 교육을 통하여 금연을 성공하도록 도우며 지도하는 것이다. 금연

프로그램 후 6개월에서 2년 지난 후의 금연성공률은 30.21%이었다.

   또한 금연학교가 금연의지에 향을 미치는 정도에서는 금연실패자보다 

성공자에게 더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성공할 수 있었

던 가장 큰 이유는 강한 의지력이었으며, 재 흡연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

레스 경험과 주위의 유혹 때문이었고, 재 흡연시기는 7일이었다. 

   신재규(2003)는 5일금연학교 수료한 성인 남성의 입원과 통원 금연프로

그램의 1∼4년 후의 장기적 금연효과 분석에서 인지적, 행동적 교육과 함

께 다각적 교육방법으로 실시한 장기적 금연성공률이 입원군이 65.3%, 통

원군이 52.9%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증진과 자기 결심 등의 의지를 강

화시켰다.  

   특히 입원 금연교육은 실제 생활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 중 금단증상을 

낮추었고 금단증상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금연 교육시 단순히 지식적 교

육을 실시하기보다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실제적인 생활

교육을 포함시키고,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금연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송미라(2000)는 금연교육 1개월 후의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금연율이 38.8%

로 조사되어 5일금연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실시 직후에는 20%의 금연율을 보 다 

하더라도 3개월 후에는 5%만이 금연을 유지하는데 성공하 다고 하 다 

(Burton 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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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청소년들이 흡연행동은 성인보다 가변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청소

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로서 아직 확고한 결단력이 부

족하며 주변 동료들과의 집단 정체성이 무엇보다 강한 시기라는 점등에서 

프로그램 실시 직후의 금연 성공률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1년 이상이 되면 졸업과 진학 등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본 연구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청소년 흡연에 대한 연구가 흡연 실태조사 및 흡

연의 지식상태에 대한 연구와 단일 금연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한지 6개월에서 12개월이 된 학생

들의 금연율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며, 그들이 금연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금연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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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 후 6개월 이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금연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금연 성공학생과 실패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청소년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여 향후 5일

금연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6개월 후의 금연율을 파악한다.

   둘째,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금연 기간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금연 실패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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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문헌 고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청소년의 흡연행동에 대한 

고찰로서 청소년 흡연실태와 청소년 흡연에 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와 앞으로 금연교육의 방향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과 흡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

회적, 기능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이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다

른 면으로 보면 청소년기는 문제의 시기이고, 불만의 시기이며, 고민의 시

기이기도 하다.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ts)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과도기 단계로 

9∼10세에서 14∼15세 연령층이 해당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호기심이 

많고 때로는 소심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후기 청소년(old adolescents) 연

령은 15∼19세로 볼 수 있으며 질풍노도(storm and stress)의 시기로 어떤 

때는 성인과 같이 행동하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 시기의 십대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도전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창조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인 특징을 보인다(김윤진 1999).  

   청소년의 흡연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역학적으로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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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담배는 많이 피우고, 오랜 기간 피우면, 그리고 일찍 피우면 피

울수록 건강상의 피해는 그만큼 커진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신체적 발

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약하여 담배연기에 노출

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하다.

   또한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비흡연자보다 15년 정도 수명이 

단축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미국의무총감 1989년도 보고서만 보더라도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데 

비하여,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박명윤, 1992).

   둘째,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안정과 긴

장을 해소시키는 니코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내성이 생겨 습관적 흡연

자가 되기 쉽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두뇌활동에도 악 향을 주며, 학습의욕

과 정서장애를 일으키고 학교생활에도 향을 줄 수 있다(김안자, 1998). 

   셋째,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은 비행의 첫걸음이 된다는데 있다. 청소년 

흡연은 대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흡연을 

통해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행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아이들끼리 동료 

집단이 형성되어 술이나 다른 약물에까지 빠지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

다(임소연, 1996).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흡연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

한다면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 될 것이고, 또한 현재 흡

연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때에 건강상의 문제로 개인을 물론 사회,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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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트리뷴 뉴스는 세계 의학계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담배의 해

악에는 폐암, 갑상선 기능저하, 뇌졸중, 당뇨병, 유방암, 심장마비, 불면증 

등을 열거하 으며 청소년 흡연은 특히 해롭다고 강조했다. 즉 19세 이전

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

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하 다. 

   흡연의 가장 큰 해악은 역시 폐암이다.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25배 높다. 또 15세 이하

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사망 위험비가 18.7배 

높고, 15∼19세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는 14.4배가 높다(박명윤, 1999).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은 비흡연 여학생들보다 중년기에 뼈 도가 약

화되어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여성

의 흡연은 임신, 출산, 수유 등에 향을 주며, 유산의 위험이 높고 전치태

반, 양막 조기파수, 태반 조기박리, 주산기 사망 및 저 체중아 출생률을 증

가시킨다(가정의학, 1998). 

 2. 청소년의 흡연실태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유일한 국가기관의 통계인 사회 통계조사(통계청)에서 청소년

들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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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행인 것은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에

는 매년 그리고 후에는 매 2년마다 전국의 학교와 반의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하여 조금이나마 그 실태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

다. 이 조사는 처음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나, 여학생들의 

급격한 흡연수 증가에 부흥하여 1991년부터 여학생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

었다(이진, 1998).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을 보면 1988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전국적인 금연운동 확산, 모든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

정 및 금연교육 강화, 사회 전체의 금연분위기 확산 등으로 2000년 이후 

최근 들어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던 흡연율이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 3.5%로 감

소하 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 23%에서 1997년 35.3%까지 증가

하던 흡연율이 1999년 32.3%, 2000년 27.6%, 2001년 24.8%, 2002년 23.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도 1991년 1.2%에서 1997년 3.9%까지 증가하 다가 

199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0.9%로 급격히 감소하 다. 여

자 고등학생의 경우도 1988년 2.4%에서 2000년 10.7%까지 증가하 고 

2001년 7.5%, 2002년 7.3%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한국갤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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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의 변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남자

1988 0.4 2.0 2.7 1.8 9.5 19.1 40.4 23.0

1991 1.9 3.8 3.6 3.2 14.3 38.2 44.8 32.2

1995 1.0 4.2 1.9 3.8 15.2 30.3 33.2 26.1

1997 1.5 3.8 6.3 3.9 21.6 41.0 41.6 35.3

1999 1.1 8.7 7.0 5.6 24.7 31.1 41.0 32.3

2000 2.7 6.3 10.6 7.4 19.9 29.8 37.9 27.6

2001 2.2 5.5 8.5 6.0 10.1 32.6 29.6 24.8

2002 2.0 1.4 7.8 3.5 15.8 24.2 30.2 23.6

여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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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0.6 1.8 3.3 2.0 9.6 6.1 7.3 7.3

2002 0.0 1.6 0.8 0.9 8.5 9.6 3.5 7.3

                                           출처 : 한국갤럽,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흡연율은 성인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세

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군에 속해 있어(한국금연운동 협의회, 1998), 국가 

건강차원에서 볼 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초 흡연시기에 대한 한국청소년 개발원(1994) 보고에 따르면 중3 재

학생 중에 34%, 고1때가 32.5%로, 66.5%가 감수성이 강한 시기인 중3이나 

고1때 담배를 처음 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혜숙(2000)은 중학교 2학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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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7.5%이었고, 이진(1998)은 초등학교 5∼6학년이 36.3%가 흡연시작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흡연경험 청소년들 중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53.5%로 과반

수를 넘고, 한 주일에 1∼2회 정도 흡연하는 청소년은 25.5%로 나타나고 

있어, 습관성 흡연자 비율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최윤진 등, 1993).  

   하루 평균 흡연량의 비교는 이진(1998)의 연구에서 중학생은 6.97개비, 

임소연(1996)의 실업여고생의 평균 흡연량은 9개비, 신성례(1996)연구에선 

고등학생의 평균 흡연량은 10.9개비 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실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흡연율의 높은 수준과 흡연연령층이 연소화 되어가고 있  

         다. 

   둘째, 호기심에서 비롯된 흡연경험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습관성 흡     

         연으로 굳어지고 있다. 

   



- 13 -

 3. 흡연요인

   흡연 관련요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생물학적인 변수로 니코틴

의 약리, 생리 작용이 향을 미치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친구, 부모, 형제, 

대중매체 등에 향을 받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흡연의도, 스트레스 증

가, 자아존중감의 저하, 부적절한 대응기술 등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

(Winkelstein, 1992). 

   서경현(1998)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개인이 어떤 식으로 자각하는가의 

여부가 흡연 의도 및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니코틴이 각성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고 보는 생리, 약리적인 요인과 외향적인 

사람은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흡

연하고 싶은 반면에, 신경증적인 사람은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매우 신경이 날카롭다고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성격요인도 있다(이진, 1998).

   이와 같이 청소년 흡연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접근 관점에 따

라서 여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Winkelstein의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인 요인, 심리적 요인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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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물학적 요인

  1) 니코틴의 체내 흡수와 제거

   담배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독특한 냄새와 의존성을 유발하

는 주된 성분이 니코틴이다. 담배에서 니코틴 성분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피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담배 잎의 니코틴 함량은 보통 담배 잎에 무게로 환산할 때 3∼5% 정

도 함유되어 있으나 종류에 따라 10%까지 함유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

는 궐련에는 담배 잎뿐만 아니라 향을 조절하기 위하여 다른 식물성분이 

혼합되어 있지만 대부분 궐련 하나에 8∼20mg의 니코틴이 들어 있고, 흡

연 후 신체에 남게 되는 니코틴은 궐련 하나에 약 1mg정도이다(김상윤, 

2001). 

   흡수된 니코틴은 작은 혈관으로 옮겨져 혈류를 따라 뇌를 포함한 모든 

곳으로 보내진다. 특히 뇌에서 약간 기분 좋게 하는 작용으로 인해 대부분 

담배의존성(중독성)을 가지게 되고 금연에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효

과는 흡입 후 약 10∼15초 후에 나타난다. 

   니코틴은 주의집중력, 학습과제 수행능력 등의 뇌 기능을 개선시키고, 

기분을 고양시키며, 우울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짧게 나타내는 반면, 내성

이 빠르게 생기므로 같은 정도의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흡연을 하게 되

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흡연이 지속되지 않을 때는 금단증상이 나타나 

흡연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와 정반대의 상태가 된다(Neal, L. & Beno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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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1992).

   니코틴은 신체의 해독 작용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는데 혈중 농도의 지

속 기간이 짧아서 한 시간 이내에 그 농도가 반감한다. 즉 한 개의 궐련을 

피운 후 혈중에 있던 1mg의 니코틴은 한 시간 후에는 약 0.5mg정도 남게 

된다. 물론 두 시간 후에는 0.25mg이 남아 있을 것이다. 신체의 이 활발한 

제거 기능 때문에 곧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흡수된 니코틴이 제거되는 과정을 보면 혈중의 니코틴의 약 80%는 간

에서 효소에 의해 코티닌(continine)으로 분해되고, 일부는 폐에서 바로 코

티닌을 바뀌며, 그 나머지는 신장에서 니코틴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물론 코티닌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된다. 이때 코티닌을 반감기가 

24시간이어서 흡연 후 3일이 지나도 약 12.5%가 혈중에 남아 있게 되므로 

소변검사로 며칠전의 흡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김상윤, 2001).

나.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또래 집단, 가정환경, 대중매체에 의한 향이 포함

된다. 

   고교생들의 주된 흡연동기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면 이진(1998)은 호기

심(31.8%), 친구의 권유(59.0%) 고, 서일(1988)의 고교생들의 주된 흡연동

기에는 호기심(31.4%),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29.3%) 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 연구보고서에 보면 남학생의 경우 친구와 어울리다

가와 호기심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각각 48.8%, 31.0%이었고, 여학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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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호기심이 43.8%, 친구와 어울리다가가 35.6%로 높았다(박성수 등, 

1993). 

   즉 청소년의 흡연과 또래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래 집단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래 규범에 순응하

고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강한 압박을 받으며 (Brown, 

1982), 이러한 압력으로 인하여 흡연이 시작되며 또 계속적으로 흡연하게 

되는 악순환적인 사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신성례, 1997).

   가정 환경적 요인들을 보면 우선 부모나 형제 자매의 흡연이 청소년의 

흡연 행동에 향을 미친다. Spielberger등(1983)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심 애(1989)

도 가족 내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

았다.

   그러나 흡연 행동 요인의 관계를 살펴본 이진(1998)의 결과는 또래 집

단의 향엔 19.04, 가정환경의 향엔 평균 17.72를 보여 또래 집단의 

향이 가족의 향보다 더 크게 미치고 있었다. 

   민병근 등(1976)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정상가정 청소년보

다 1.5배 더 흡연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서로 화목하게 지

낸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30%에 못 미치는 

반면, 부모님들이 자주 싸운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에서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66%에 달한다(최윤진 등, 1993)고 한다. 

   그 외 흡연에 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으로 담배 마케팅을 들 수 있다. 

수많은 횡단적 연구에서 증명되었지만 최근 종단적 연구(Won S. Choi,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US, SanDiego)가 담배 마케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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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시작하는데 막대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를 증명하듯 담배 회사가 노력을 기울여 마케팅 전략을 실사하는 표

적 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할 정도의 흡연율 증가를 보 다. 흡연

자의 혈중 니코틴량은 담배 잎사귀의 니코틴량, 담배 제조과정에서 첨가되

는 화학물질, 담배의 형태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담배 회사들은 

흡연자들을 니코틴 중독자로 만드는 용량을 알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시행

하 다. 그들의 결론은 시장성이 있는 담배는 한 개비 당 0.7mg 이상의 니

코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진, 1998).

   게다가, 청소년들은 광고가 되는 바로 그 담배 제품을 구입, 흡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경현, 1998). 

다. 심리적 요인

   청소년의 흡연은 생리적 욕구에서라기보다는 심리적 작용에 의해 비롯

된다. 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성인 모방심리, 친구나 주위 사

람으로부터 어른이 다된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자기 과시욕, 호기심, 과도

한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해소, 친구와 어울리

기 위한 방편, 사회적인 억압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다. 

     강성만 등(1995)에 의하면 흡연은 사방의 감시를 피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격을 냉소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적극적인 

인생관보다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하는 등 의식세계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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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흡연 청소년들은 그들의 흡연행동 때문에 비행청소년으로 인

식되고, 교사에게 적개심을 갖으며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인식되기 쉽다(이완수, 1994).

  흡연은 청소년의 인격발달에도 향을 미쳐 인격장애나 정서장애의 요인

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된 성인기로 자연스러운 이행을 어렵

게 한다.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보고서(체육부, 1989)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기가 비행행위 시기보다 먼저 일어난다. 즉 13세에 

흡연과 음주를 시작한 후 14세에 반항행위를 시작으로 음란비디오 관람, 

무단결석, 술집출입, 금품갈취, 흉기소지, 가출, 성관계, 학교처벌, 경찰서에 

불려간 경험들의 비행이 나타나며, 14∼15세에 각성제, 본드, 안정제, 최면

제, 대마초 심지어는 마약과 히로뽕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흡연 음주 등이 

일반적으로 비행 행위보다 먼저 나타나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금연과 금

주에 관하여 잘 지도하면 약물 오남용과 비행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박명윤, 2000). 

   청소년 시기는 흡연습관이 처음 생기는 시기이며 대개 흡연을 처음 경

험한 이후부터 니코틴 중독이 될 때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 청소년기는 조기 금연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 (김상윤, 2001). 

   청소년에게 있어 일탈은 생리에 가깝다. 흡연이 만만한 상대로 느껴지

는 한 그들이 담배를 찾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청소년들에게 담배는 일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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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알려야 한다.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자일 뿐이며 결국 무서운 결과

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한순희, 2002).

    이와 같은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청소년 

자신의 흡연습관에 대하여 스스로 살펴보고, 흡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어광

수, 1997).

4.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처음 콜럼버스에 의하여 담배가 유럽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첫 학문적 발표는 1638년 국인 

의사 토비아스 버너(Tobias Verner)에 의해 담배가 모든 장기에 피해를 입

힌다는 보고에서 부터이다. 

   그 후 1950년대 초 미국과 국에서 거의 동시에 잘 계획된 논문 두 편

에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후 1964

년 미국 대통령 산하에 자문위원회(Advisor committee)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선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1964년 세계적

으로 금연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연세대학교 국민보건증진연

구소, 1998). 

    이에 Health and Public Policy Committee(1986)에서는 금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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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약물요법, 행동요법, 금연상담 및 의사의 본보기(role modeling), 

금연교육, 최면요법, 침구요법 등을 제시하고, 이중에서도 특히 약물요법, 

행동요법, 금연교육, 금연상담이 중요하다고 보고하 다(임소연, 1996). 그

래서 여기서는 약물요법, 금연교육, 종합적 접근방법 등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약물요법으로는 니코틴의 혈중 부족 시 금단증상으로 흡연욕구, 공격성

의 증가, 안절부절 및 신경질, 불안감, 정신 집중장애, 식욕증진 및 체중증

가, 맥박수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니코틴을 

경피부 공급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금연 성공률이 보고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Kottke 등, 1988; Abelin 등, 1989). 이러한 사실

은 니코틴의 금단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아직 밝혀지

지 않은 많은 다른 요인들이 금연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Husten &Manley, 1990)고 하 다.

   Bailey(1985)는 약물 사용은 금연을 유도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으며 

금연침은 다른 금연방법과 병행될 때 효과가 있으며 스스로의 행동 수정은 

중간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치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래서 

금연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은 건강회

복, 금연으로 인한 이점, 금연유지를 위한 지지적, 지속적인 계획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Rose, 1991)고 하 다.

   금연교육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었는데 미국에서는 포스터, 컴퓨터,  

비디오 테이프,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 테이프

와 슬라이드 강의, 소그룹 토의, 역할극 등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신성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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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민(1990)은 고교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효과에서 2회의 교육을 받

은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군의 차이를 1년 후에 알아 본 결과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으나, 반복적인 금연교육이 중

요하다고 하 다. 

   금연교육 방법별 접근이 흡연 행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로 지연

옥(1989)의 '교육→ 지식→ 건강신념→ 태도→ 흡연행동의 변화‘ 의 모형을 

응용한 임소연(1996)의 연구에서도 실업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인지적, 행동

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 다. 프로그램은 도입단계, 

금연 동기 형성 및 결단 단계, 금연 행동 강화 단계, 재결심 및 종결단계에

서 역할극을 시연하 다. 연구 결과는 흡연행위, 지식 점수, 태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성례(1997)는 금연교육을 받은 후 흡연 행위에 대한 재발이 잦은데 

그 이유는 금연행위에 대한 자기 조절 효능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

기조절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 효능감의 증진과 함께 흡연량의 감소를 가져와 금연지식만

으로는 금연행위를 유도 할 수 없으며 금연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는 자기 조절 전략을 교육시키는 것이 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하는 데 효

과적임을 제시하 다. 무엇보다도 친구들의 흡연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기

술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흡연욕구를 자극시키는 상

황에 처했을 때, 흡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전략을 학습시키는 것이 청소년들의 금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 다.

   김안자(1998)의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흡연행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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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금연교육 4주 후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되고 금연이행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금연이행 여부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 연구를 

제언했다. 

   이진(1998)의 흡연 청소년을 위한 금연프로그램과 효과연구에서는 중학

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방향을 맞추어 행동주의적, 

인지주의적 면을 포함한 2박 3일 캠프 및 추후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결과는 사회, 심리적인 변인에 긍정

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또래 집단의 변화의 유의성은 낮았고, 가정환경엔 

유의성이 없었다. 즉 학교 부적응의 변화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쉽게 변하

지 않았다. 그러나 흡연율을 감소했다.

   최성혜(1999)의 금연패키지 프로그램이 흡연감소에 미치는 향에서는 

금연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흡연에 대한 지식 전달, 흡연에 대한 협오기법, 

자기 통제기법, 자기효능감 증진기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흡연량은 프로그

램 직후 현저히 감소했으나 흡연감소가 2개월까지 유지되지 않았다. 자기 

효능감도 프로그램 직후 증가하지 않거나 소량 증가했고, 종결 2개월까지 

유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 증가만은 2개월까지 유지되었다.

   양해규(2000)는 중․고등학생에게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단기간의 교육

을 통해 흡연량을 줄이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금연교육은 대상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금연의사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흡연학

생에 대한 적발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반드시 금연교육을 

병행 할 것을 말한다. 

   성경림(2001)의 청소년을 위한 역할극과 강의식 교육의 흡연 예방효과 

비교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 는데 흡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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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화는 흡연 지식 변화보다 흡연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역할극은 청소년 흡연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강의식 흡연 예방교육은 흡연지식의 변화에 역할극 보다 효과적이었다. 그

러므로 흡연 지식, 태도를 변화시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

의식 흡연 예방교육에 역할극을 병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렇듯 지금까지 개발된 금연방법에는 금연교육, 금연상담, 니코틴 대체 

요법을 비롯한 약물요법, 행동요법 및 최면이나 협오 등의 정신요법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들의 방법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도될 때 가장 성공

적이라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Lam et al, 1987). Kottke등(1988)은 39편의 

논문을 분석한 meta-analysis를 통해 금연 치료의 방법이 단독으로 시행되

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 고, 여러 번 반복

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중요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최종태(1992)는 니코틴 패취의 부착(몸의 일부분

에 부착하는 경피부 니코틴 투여체제)과 금연교육(슬라이드를 통한 금연 

강의, 비디오, 시청 및 토의), 금연상담(전화 및 내원시 금단 증상과 흡연욕

구 대처방법, 니코틴 패취 부작용에 대한 상담), 행동요법(흡연 시각, 흡연 

현상, 흡연에 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흡연 일기 작성)을 절충한 종합적

인 금연 치료방법을 연구했는데, 6주 후에 75.2%의 성공률을 보 다. 

   한편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도 이뤄졌

다. 금연을 시도할 때 흡연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금단증상과 체중증가

에 대한 두려움, 비웃음, 긴장의 증가, 정서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다(Alexander, 1988)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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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술을 금연시도 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NIH, 1993),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자신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

는 사회적지지 체계와 금연 계약을 하여, 금연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

이 금연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금연 후 직업의 변화, 이혼, 죽음, 질병 상황은 흡연을 재시도 할 수 있

는 상황이 되므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술에 대

한 교육이 금연시도 전에 필요하다(Rose, 1991)고 하 다.

   각종 금연교육 후 자기 설문의 정확성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 Williams 

등의 연구(1979)에서는 137명의 14∼1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혈청 코

티닌 정도를 측정하여 흡연여부에 대하여 자가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 다. 

그 결과 흡연자의 95%에서 코티닌을 추출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청

소년들에게 확신만 준다면 흡연여부를 정확히 보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

다. 

   그러나 Wagenknecht등(1992)은 흑인과 백인 그리고 다양한 교육 정도

의 배경을 가진 19∼30세의 5,115명을 대상으로 흡연자가 보고에 대한 신

뢰성을 확인하고자 종단 연구를 하 다. 그들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흡연

량 자가 보고와 혈중 코티닌 검출정도를 비교한 결과 백인보다는 흑인인 

경우 그리고 고졸 이상인 남자보다는 고졸이하에게서 흡연의 자가 보고와 

코티닌을 확인한 흡연여부 사이에 차이가 컸다고 보고하 다. 

   신성례(1997)의 고등학교 1∼3학년 남학생 흡연량 자가보고와 소변 코

티닌과의 관계 연구에서 자가 보고한 흡연량과 소변 코티닌 검출정도와 유

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흡연기간이 수년 이내인 청소년 금연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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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원인들은 첫째, 강의식 교육은 수동적이며,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

을 시킬 수 없고,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능력 개발이 되지 않아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어른과 달리 학교에서 흡연습관 교정 차 의뢰를 받아

오는 관계로 대개 본인의 의지가 없으며 금연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의료강의 및 비디오 시청으로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위험

을 교육한다 할지라도 참석하는 학생 대부분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또한 가장 흔한 장벽은 체중증가에 대한 걱정, 금단증상에 대한 두

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박정황, 1999)라고 하 다. 

   흡연을 즐기는 사람을 강제로 금연시킬 수 없지만 흡연으로 인한 모든 

이점은 약물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과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흡연자에게 알려주고, 객관적으로 흡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의 의지

로 금연을 결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흡연의 시작과 습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는 청소년기의 바른 금연지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흡연문제 해결

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황혜숙, 2000). 

5. 향후 금연프로그램의 방향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 보건교육이다. 이러한 보건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 

학교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사람들의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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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건전하게 형성하는 것은 건강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데 주요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계화된 보건교육은 

중요하다(Epps, et al, 199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건교과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고, 흡연예방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예외 일 수는 없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인 금연프로그램은 서울위생병원 및 부산위

생병원 부설 5일금연학교, 서울시 교육위원회, 광주, 안양, 여수 등의 몇 교

회에서 5일금연학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산하 청소년 상담센터, 각 대

학 금연클리닉에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강윤주, 1999). 

   Perry와 Kedler는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예방프

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 장기적인 보건교육을 

계획, 실시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입이나 Mass media를 통한 홍보, 교육

활동이 동시에 수행될 때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하 다. 

   지역사회의 개입 효과는 흡연 예방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향을 미치는

데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한 지역사회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은 14.6%이

었는데,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경우 흡연율은 24.1%로 지

역 사회와 연계된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9.5%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Perry, 1992). 

   그러므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금연학교 및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

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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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보건교육을 시킨다면 흡연 예방의 효과는 커질 수 있다(Roy 

Cameron, et al, 1999).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중인 금연학교 및 

보건소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확산,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겠다. 

   또한 Mass media를 통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실시가 청소년 흡연율

을 7%정도 낮추는데에 기여했다는 보고도 있다(Flynn, et al, 1994). 지금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2010년까지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자며 금연운

동,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흡연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하여,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지원하고 신문, 방송 등이 금연 캠페인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미국의 흡연율 감소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12∼13세

의 초기 청소년기에는 금연 캠페인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Michael Siegel, 

et al, 2000).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를 분석

하여 보면, 흡연을 일단 시작하면 금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정규적인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

켜 실시하고(Glyn, 1993) 또한 지속적인 강화를 주고 메스콤이나 지역 사

회와 협조해서 실시해야 될 것이다(성경림, 2001). 

   학교 및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주최로 해서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청소년 흡연행위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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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5일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율에 미치는 향과 

금연에 성공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금연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는  

단일군 “사전-사후 검사 실험설계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2002년 3월∼2002년 12월까지 서울위생병원부설 5일금연학교에 금연교

육을 받으러왔던 고등학교 학생 311명중에서 경기지역 학생(42명: 13.50%)

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65명: 20.90%)과 사후 조사 협조가 안된 학교

의 학생(74명: 23.79%)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26명: 8.36%)을 제외시키

고, 여학생 37명과 남학생 57명, 총 94명(30.23%)을 대상으로 하 다. 

3. 연구방법

   연구대상 학생 94명에게 면접시 설문지를 통해 금연율과 금연에 관련된 

요인을 설문지로 받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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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 설문조사

   각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주일전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5일금연학교를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고 등록을 하며, 학생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금연을 

위한 준비를 한다. 

  나. 5일금연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 운 은 5일간 하루 2시간씩 진행되는데,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의료강의, 금연법 강의, 금연 화 상 , 그룹토의 시간으로 진행한

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금연법 시간에 금연 의지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둠

으로써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다. 사후 설문조사

   금연프로그램 시행 6개월∼1년 후의 금연율을 2003년 6월 학교로 연락

하여 학생주임의 허락 하에 방문하여,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양호실이나 

상담실에서 학교 교사가 없이 학생을 만난 후, 설문지의 취지와 비 유지

를 약속하고 설문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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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도구

   이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청소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것은 신성례

(1997)가 사용한 설문지를 참조하 고, 금연효과에 대한 것은 김선애(1998)

가 사용한 설문지에서 청소년에게 맞는 문항을 선정하고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문항을 첨가하여 사용하 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종교, 식습관, 학교 만족도, 성격, 한

달 용돈, 방과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술 마셔본 경험, 환각물질 사용 여

부 등 9문항을 조사하 다. 학생들의 흡연실태는 첫 흡연시기, 흡연기간, 

하루 흡연량, 학교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횟수, 스스로 금연해 본 횟수, 가

족 중 흡연자, 흡연동기, 담배에 대한 생각, 부모님이 나의 흡연사실을 아

셨을 때 반응, 친구의 흡연정도 등 10문항을 조사하 다. 

   학생의 금연교육 후 실태는 금연교육이 금연에 미친 향, 금연학교 졸

업시 금연여부, 금연 유지기간, 흡연의 폐해에 대한 지식의 증가정도, 금연

화의 자극정도,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 고, 현재상황으로 

가족에게 금연 권유할 마음 여부, 고등학교 졸업 후의 금연, 현재 금연여

부, 금연하기 힘든 이유, 금연지속 이유, 금연 후 좋아진 점과 금연계획 여

부와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 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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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자와 실패자 각각의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  

   로 구하 다. 

2)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특성 비교는 t-검정과 X
2
 -검정, ANOVA검정을  

   사용하 으며, 모든 경우에 P≤0.05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보  

   았다.  

3) 금연기간과 대상자의 특성 비교는 life test를 이용한 Log-Rank 검정방  

   법으로 분석하 다. 

4) 금연 실패요인을 찾기 위해 Cox's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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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틀

                                 x2-test 

                                  t-test

                             ANOVA

             lift test                        lift test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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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흡연정도

금연학교 향

금연학교 졸업시 금연

금연 유지기간

지식정도, 화

도움준 프로그램

졸업후 금연, 금연권유

현재 금연여부

금연 힘든 이유

금연후 좋아진 것

금연계획

니코틴 의존도

금연여부

금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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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연프로그램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흡연 

중단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실정

이다.

   이 연구는 인지적 접근방법과 행동주의적 기법들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들에게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을 적용하여 구성된 5일금연

프로그램이 청소년 금연성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내용은

   첫째, 기존의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 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 

(김택민, 1990; 고막래, 1990; 지연옥, 1998)에 의하면 흡연에 관한 지식이 

금연의 유지에는 큰 향을 끼치지 않지만 금연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데는 

향을 끼친다. 그래서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전달 시간을 

포함시켰다. 

   *의료강의-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후두암, 여성의 피해, 니코틴 중독,   

            금단증상, 금연 시 이득

   둘째,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행동수정 기법으로 혐오적인 

상기법을 사용했다. 금연동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세컨 첸스

  ② 흡연의 심각한 위험

  ③ 아가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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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후두암

  ⑤ 당신도 금연할 수 있다.

   셋째, 행동수정 요법으로 금연 대처 방법들을 소개하고 익혀, 흡연 욕구 

상황 시 대처하도록 한다.

  ① 금연선서 ② 물 마시기  ③ 심호흡  ④ 운동  ⑤ 식이요법

  ⑥ 규칙적인 생활 ⑦ 흡연 요구 거절하기 ⑧ 스트레스 관리법

   넷째, 그룹토의

   집단 상담을 통하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흡연욕구 상황을 파악하게 하

고, 그 상황에서 흡연행동 대신 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학습시키고 연습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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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일금연프로그램 계획표

1일 2일 3일 4일 5일

4:00-4:30

오리엔테이션

금연선서 

의료강의

호흡기

오리엔테이션

금연선서

 

의료강의

순환기

오리엔테이션

금연선서 

의료강의

소화기

오리엔테이션

금연선서

 

의료강의

이비인후과

오리엔테이션

금연선서

비디오시청

“당신도 

금연할 수 

있다.”
4:30-4:50

비디오시청

“세컨 첸스”

비디오시청

“흡연의 

심각한 위험”

비디오 시청

“아가야 

미안하다”

비디오 시청

“후두암”

4:50-5:10 휴식, 물마시기

병원 

야산오르기,  

간식

운동장 뛰기

간식

스트레칭과

금연체조

간식

스트레칭과 

금연체조

간식

5:10-5:40

금연법 강의

*담배성분

*흡연의 폐해

*금연의 이득

*금연방법Ⅰ(물, 

운동, 금연선서,

심호흡)

금연법 강의

*금단증상과 

그 해결법

*담배광고의 

유혹

*금연법Ⅱ(음

식 규칙적인 

생활습관)

금연법 강의 

및 그룹토의

*거절하기

*둘씩 짝지어 

자신만의 

거절방법을 

발표

그룹토의

*생각해봅시다

*나의 

금연동기

*흡연욕구상황

*금연대처방법

금연법 강의

*금연유지방법

과 습관관리

*스트레스해소

법

5:40-5:50

금연결심서 작성

체크리스트

금연선서

체크리스트

금연선서

체크리스트

금연선서

체크리스트

금연선서

설문지작성

수료증수여

목표

1.흡연의 

유해성을 안다.

2.금연결심을 

한다.

1.금단증상을

파악한다.

2.금연방법을

습득한다.

1.흡연권유거

절방법을 

습득한다.

1.금연방법 

복습 및 

자신감증진

1.스트레스 

상황의 

금연전략습득

준비물 및 

과제

power point 

액정, 노트북

체크리스트

간식(두유, 빵)

비디오

출석부

준비물 같음

*준비물 같음

*과제물:부모

님께 편지쓰기

*준비물 같음

*과제물:금연

표어짓기

*준비물 같음

*설문지

*수료증



- 36 -

Ⅴ.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에 관련된 특성

 가.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성별 분포는 

남자 57명(60.64%), 여자 37명(39.36%)이었다. 종교는 39명(41.49%)이 없다

고 답했으며, 기독교가 33명(35.11%), 천주교가 10명(10.64%), 불교가 10명

(10.64%)이었고, 식습관은 무엇이든 잘먹는다가 78명(82.98%)으로 가장 많

았고, 육식 12명(12.77%), 채식 4명(4.26)이었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보통이 70명(74.47%)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21명

(22.34%), 불만족 3명(3.19%)이었다. 성격은 외향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66명

(70.21%), 내향적이 28명(29.79%)이었고, 한달 평균 용돈을 8만원이었다. 

   친구들과 방과후 어울리는 시간은 2∼3시간이 가장 많아 30명(31.91%)

이었고, 4∼5시간이 25명(26.60%), 6시간이상이 24명(25.53%), 1시간이 가장 

적어 15명(15.96%)이었다. 술 마셔본 경험은 83명(88.30%)이 있었고, 환각제 

사용 경험은 93명(98.94%)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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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실수 %

성별
남

여

57

37

60.64

39.36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다

33

10

10

2

39

35.11

10.64

10.64

2.13

41.49

식습관

육식

채식

무엇이든

12

4

78

12.77

4.26

82.98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21

70

3

22.34

74.47

3.19

성격
외향적

내향적

66

28

70.21

29.79

한달 용돈

만원 평균 8.06±9.51

0원

1-5만원

6-10만원

11만원이상

5

49

27

13

0.53

52.13

28.72

13.32

방과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1시간

2-3시간

4-5시간

6시간이상

15

30

25

24

15.96

31.91

26.60

25.53

술 경험
예

아니요

83

11

88.30

11.70

환각제 경험
예

아니요

1

93

1.06

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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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흡연관련 특성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가 31명(32.98%)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

교 2학년 때가 30명(31.92%),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5명(15.96%), 중학교 1

학년 때가 14명(14.89%), 초등학교 때가 3명(3.19%),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

명(1.06%)이었다.

   흡연기간은 1개월에서 48개월까지로 평균 19.42개월이었으며, 하루 흡연

량은 0개비에서 20개비로 평균 6.44개비 다. 

학교에서 흡연적발 횟수는 2회가 46명(48.94%), 1회가 35명(37.23%), 3회가 

13명(13.83%)이었고, 금연시도 횟수는 0∼9회로 평균 2.21회 다. 가족흡연 

유무는 70명(74.00%)이 가족 흡연자가 있었다. 

   흡연동기는 호기심이 60명(63.83%), 친구 권유가 13명(13.83%)이었고, 흡

연하는 행동에 대한 생각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38명(40.4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피우

면 담배를 피워도 무방하다가 28명(29.79%),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겠다가 28명(29.79%)이었다.

   부모님이 나의 흡연사실을 아셨을 때 반응은 몹시 화를 내시고 실망하

셨다가 49명(52.13%), 피우지 말라고 타이르셨다가 43명(45.74%)이었고, 내 

친구의 흡연정도는 대부분 피운다가 61명(64.89%), 반 정도만 피운다가 22

명(23.40%),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가 11명(11.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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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흡연관련 특성

변수 구분 실수 %

첫 흡연 시작시기

초등학교

중1

중2

중3

고1

고2

3

14

30

31

15

1

3.19

14.89

31.92

32.98

15.96

1.06

초,중학교

고등학교

78

16

82.98

17.02

흡연기간 개월 평균 19.42±12.66

하루흡연량 개비 평균 6.44±3.94

학교에서

흡연적발

1회

2회

3회이상

35

46

13

37.23

48.94

13.83

금연시도

횟수 평균 2.21±1.85

유

무

81

13

86.17

13.83

가족흡연자
유

무

70

24

74.00

26.00

흡연동기

호기심

친구권유

멋

스트레스

기타

60

13

4

6

11

63.83

13.83

4.26

6.38

11.70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개인일상관않겠다

피해주지않게무방

피해줌

28

28

38

29.79

29.79

40.43

흡연적발시

부모반응

몹시화내고실망

조금화냄

타이름

흡연용납함

49

1

43

1

52.13

1.06

45.74

1.06

친구흡연자

대부분핌

반정도핌

거의안핌

61

22

11

64.89

23.40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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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연교육 특성

   금연교육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금연교육이 나의 금연에 보통 향을 미쳤다가 34명(36.17%), 많이 미쳤

다가 26명(27.66%), 조금 미쳤다가 26명(27.66%), 전혀 향을 미치지 않았

다가 8명(8.51%)이었다. 금연학교 졸업 시 금연은 70명(74.47%), 흡연이 24

명(25.53%)이었고, 금연 유지기간은 0∼450일로 평균 87.63일 이었다.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금연 화가 66명(70.21%), 의료강의가 17명

(18.09%)이었고, 가족이나 주위 친구에게 금연을 권유할 마음은 꼭하겠다가 

53명(56.38%), 모르겠다가 39명(41.49%)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금연하

겠냐는 질문에는 금연하겠다가 53명(56.38%), 가봐야 알겠다가 39명

(41.49%)이었다.

   현재 7일 이상 금연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52명(55.32%), 흡연 중이라

고 답한 학생은 42명(44.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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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금연교육 특성

변수 구분 실수 %

금연학교가

금연에 미친 향

많이

보통

조금

없다

26

34

26

8

27.66

36.17

27.66

8.51

금연학교졸업

당시금연

예

아니요

70

24

74.47

25.53

금연유지기간 일 평균 87.63±140.47

지식량증가

많아짐

약간많이

똑같다

70

19

5

74.47

20.21

5.32

금연 화

효과정도

많은자극

조금자극

자극없다

53

35

6

56.38

37.23

6.38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의료강의

금연 화

의지강의

운동, 물

17

66

3

8

18.09

70.21

3.19

8.51

가족에게

금연권유

꼭하겠다

권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53

2

39

56.38

2.13

41.49

고졸후 금연계획
금연

흡연

56

38

59.57

40.43

현재금연
예

아니요

52

42

55.32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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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특성 비교

  가.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일반적 특성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일반 특성을 비교하면, 금연 성공자는 남학생

이 25명(43.86%), 여학생이 27명(72.97%)이었고, 금연 실패자에는 남학생이 

32명(56.14%), 여학생이 10명(27.03%)으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 외 종교의 유무, 식습관, 학교생활 만족도, 성격, 한달 용돈, 방과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술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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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성공자

실수(%)

실패자

실수(%)
x
2
/t p

성별
남학생

여학생

25(43.86)

27(72.97)

32(56.14)

10(27.03)
7.69 .005

종교
있다

없다

33(60.00)

19(48.72)

22(40.00)

20(51.28)
3.45 .48

식습관

육식

채식

무엇이든

8(66.67)

2(50.00)

42(53.85)

4(33.33)

2(50.00)

36(46.15)

.73 .69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14(66.67)

35(50.00)

3(100.00)

7(33.33)

35(50.00)

0

4.31 .12

성격
외향적

내향적

34(51.52)

18(64.29)

32(40.98)

10(35.71)
1.29 .25

한달 용돈
8만원이하

9만원이상

36(59.02)

13(46.43)

25(40.98)

15(53.57)
1.23 .27

방과후친구와 

어울리는시간

1시간

2-3시간

4-5시간

6시간이상

9(60.00)

19(63.33)

15(60.00)

9(37.50)

6(40.00)

11(36.67)

10(40.00)

15(62.50)

4.21 .23

술 경험
예

아니요

45(54.22)

7(63.64)

38(45.78)

4(36.36)
.3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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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흡연관련 특성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흡연특성을 비교해 보면 첫 흡연 시작시기는 

금연 성공자에서 초․중학교 때가 38명(48.72%), 고등학교 때가 14명

(87.50%)이었으며, 실패자는 초․중학교 때가 40명(51.28%), 고등학교 때가 

2명(12.50%)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기간은 성공자가 평균 15.85개월, 실패자가 23.83개월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루 흡연량은 금연 성공자가 평균 5.52개비, 실

패자가 7.57개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금연시도 횟수는 

금연 성공자가 평균 2.52회, 실패자가 1.83회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성공자에서 35명(57.38%)이 가족 흡연자가 있었고, 금연 실패자는 14명

(42.62%)에게 가족 흡연자가 있어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동기는 성공자에서 호기심이 35명(58.33%), 친구 권유가 5명

(38.46%), 실패자는 호기심이 25명(41.67%), 친구 권유가 8명(61.54%)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하는 행동에 대한 생각에도 개인 일로 생각하는 성공자가 17명

(60.71%), 실패자는 11명(39.29%)으로 금연 성공자나 실패자의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금연 성공자에 있어 부모의 반응 중 몹시 화내고 실망이 32명(64.00%), 

타이름이 20명(45.45%), 실패자는 몹시 화내고 실망하심이 18명(36.00%), 타

이름이 24명(54.55%)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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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성공자의 친구 흡연 정도는 대부분 피는 경우가 28명(45.90%), 반

정도 피는 경우가 14명(63.64%), 거의 안 피는 경우가 10명(90.91%)이었고, 

금연 실패자의 친구는 대부분 핌이 33명(54.10%), 반정도 핌이 8명(36.36%), 

거의 안 핌이 1명(9.09%)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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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흡연관련 특성

변수 구분
성공자

실수(%)

실패자

실수(%)
x
2
/t p

첫 흡연

시작시기

초,중학교

고등학교

38(48.72)

14(87.50)

40(51.28)

2(12.50)
8.08 .005

흡연기간 개월
평균 

15.85±11.38

평균 

23.83±12.88
-3.19 .002

하루흡연량 개비 평균 5.52±3.55 7.57±4.15 -2.58 .01

학교에서

흡연적발

1회

2회

3회이상

23(65.71)

25(54.35)

4(30.77)

12(34.29)

21(45.65)

9(69.23)

4.72 .09

금연시도
없다

있다

5(38.46)

47(58.02)

8(61.54)

34(41.98)
1.73 .19

가족흡연자
있다

없다

35(71.42)

26(72.22)

14(28.58)

10(27.78)
.01 .94

흡연동기

호기심

친구권유

기타

35(58.33)

5(38.46)

12(57.14)

25(41.67)

8(61.54)

9(42.86)

1.74 .42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개인일상관않겠다

피해주지않게

피해줌

17(60.71)

11(39.29)

24(63.16)

11(39.29)

17(60.71)

14(36.84)

4.19 .12

흡연적발시

부모반응

몹시화내고실망

타이름

32(64.00)

20(45.45)

18(36.00)

24(54.55)
3.25 .07

친구흡연자

대부분핌

반정도핌

거의안핌

28(45.90)

14(63.64)

10(90.91)

33(54.10)

8(36.36)

1(9.09)

8.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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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금연교육 특성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금연교육 특성을 비교하여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금연학교의 향 정도는 금연 성공자의 경우 보통이상 많은 향을 미

쳤다가 39명(65.00%)이고,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은 13명(38.24%)이

었다.  금연 실패자에게 있어서는 금연학교의 향을 보통 이상 받았다고 

한 사람은 21명(35.00%), 거의 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은 21명(61.76%)으

로 성공자와 실패자에 있어 금연학교의 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금연학교 졸업 시 금연 여부는 성공자에서 금연이 42명(60.00%), 흡연이 

10명(41.67%), 실패자에서는 금연이 28명(40.00%), 흡연이 14(58.33%)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금연 유지기간은 성공자가  평균 147일, 실패자는 14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는 금연 성공자가 금연 화 37명

(56.06%), 의료강의 8명(47.06%), 금연 실패자는 금연 화 29명(43.94%), 의

료강의 9명(52.94%)으로 나왔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의 금연은 성공자의 38명(67.86%)이 금연하겠다고 했

으며, 실패자의 18명(36.84%)이 금연하겠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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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금연교육 특성

변수 구분
성공자

실수(%)

실패자

실수(%)
x2/t p

금연학교가금

연에미친 향

보통이상

거의없다

39(65.00)

13(38.24)

21(35.00)

21(61.76)
6.29 0.01

금연학교졸업

당시금연

예

아니요

42(60.00)

10(41.67)

28(40.00)

14(58.33)
2.43 .12

지식량증가

많아짐

약간많이

똑같다

42(60.00)

8(42.11)

2(40.00)

28(40.00)

11(57.89)

3(60.00)

2.44 .32

금연 화

효과정도

많은자극

조금자극

자극없다

30(56.60)

18(51.43)

4(66.67)

23(43.40)

17(48.57)

2(33.33)

.56 .79

가장도움이

된

프로그램

의료강의

금연 화

의지강의

운동,물

8(47.06)

37(56.06)

2(66.67)

5(62.50)

9(52.94)

29(43.94)

1(33.33)

3(37.50)

.81 .90

가족에게

금연권유

꼭하겠다

권하지않겠다

모르겠다

29(54.72)

0

23(58.97)

24(45.28)

2(100.00)

16(41.03)

2.69 .35

고졸후

금연계획

금연

흡연

38(67.86)

14(36.84)

18(32.14)

24(63.16)
8.8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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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과 금연기간의 차이 분석

   각 변수들이 금연 지속기간에 얼마나 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life test를 이용한 Log-Rank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연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금연기간의 차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변수들은 성별, 첫 흡연 시작시기, 흡연기간, 금연시도 유무, 부모반응, 

친구흡연 정도, 금연학교 향, 금연학교 졸업 당시 금연 여부, 고등학교 

졸업 후 금연계획, 현재 금연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표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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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특성과 금연기간과의 차이 분석

변수 코드 구분 실수 df x
2

p

성별
1

2

남

여

57

37
1 7.20 .007

종교
1

2

있다

없다

39

55
1 .35 .56

식습관

1

2

3

육식

채식

무엇이나

12

4

78

2 .30 .86

학교생활

만족도

1

2

3

만족

보통

불만족

21

70

3

2 2.04 .36

성격
1

2

외향적

내향적

66

28
1 2.67 .10

한달 용돈
1

2

8만원이하

9만원이상

61

28
1 3.06 .08

방과후 친구

와 어울리는

시간

1

2

3

4

1시간

2-3시간

4-5시간

6시간이상

15

30

25

24

3 3.83 .28

술 경험
1

2

예

아니요

83

11
1 1.40 .24

 



- 51 -

표 10. 흡연특성과 금연기간과의 차이 분석

변수 코드 구분 실수 df x2 p

첫 흡연 시작 

시기

1

2

초,중학교

고등학교

78

16
1 8.20 .004

흡연기간
1

2

1년이하

1년초과

45

49
1 7.57 .006

하루흡연량
1

2

6개비이하

7개비이상

53

41
1 10.35 .001

학교에서

흡연적발

1

2

3

1회

2회

3회이상

35

46

3

2 1.84 .60

금연시도
1

2

없다

있다

13

81
1 4.06 .04

가족흡연자
1

2

있다

없다

85

9
1 .01 .91

흡연동기

1

2

3

호기심

친구권유

기타

60

13

21

2 2.77 .25

흡연행동에 

대한생각

1

2

3

개인일 상관않겠다

피해주지 않게

피해줌

28

28

38

2 4.06 .13

흡연적발시

부모반응

1

2

몹시화내고실망

타이름

50

44
1 4.84 .03

친구흡연자

1

2

3

대부분핌

반정도핌

거의안핌

61

22

11

2 8.9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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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금연교육과 금연기간과의 차이 분석

변수 코드 구분 실수 df x2 P

금연학교가 금

연에 미친 향

1

2

보통이상

거의없다

60

34
1 12.43 .0004

금연학교졸업

당시금연

1

2

예

아니요

70

24
1 38.42 〈.0001

지식량 증가

1

2

3

많아짐

약간많이

똑같다

70

19

5

2 1.43 .49

금연 화

효과정도

1

2

3

많은자극

조금자극

자극없다

53

35

6

2 1.05 .59

가장 도움이된

프로그램

1

2

3

4

의료강의

금연 화

의지강의

운동,물

17

66

3

8

3 .89 .83

가족에게

금연권유

1

2

3

꼭하겠다

권하지않겠다

모르겠다

53

2

39

2 2.43 .30

고졸 후

금연계획

1

2

금연

흡연

56

38
1

13.68
.0002

현재금연여부
1

2

예

아니요

52

42
1 91.6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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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

은 30일까지 금연할 확률은 36%이며, 90일까지 금연할 확률은 30%이다. 

여학생은 30일까지 금연할 확률이 71%이며 90일까지 금연할 확률은 67%

이다.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2).

 

그림 2) 성별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남학생, 점선: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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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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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흡연 시작시기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첫 흡연 시작시기가 금연기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초․중학

교 때 흡연을 시작할 경우, 5일금연프로그램 후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이 41%이고,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할 경우, 30일까지 금연을 유지

할 확률은 86%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그림 3).

 

그림 3) 첫 흡연 시작시기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초․중학교 때 시작, 점선: 고등학교 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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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연프로그램 전 흡연기간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금연프로그램 실시 전 흡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30일까지 금연을 

지속할 확률은 65%이고, 90일까지 금연을 지속할 확률은 62%이다. 흡연기

간이 1년 초과인 경우, 금연을 30까지 지속할 확률은 34%이고 90일까지 

금연할 확률은 24%이고 그 차이는 유의했다(그림 4).

  

그림 4) 흡연기간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1년이하, 점선: 1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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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루 흡연량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금연프로그램 전 하루 흡연량이 6개비 이하인 경우, 30일까지 금연이 

지속될 확률은 66%, 90일까지 금연이 지속될 확률은 59%이다. 하루 흡연

량이 7개비 이상인 경우 30일까지 금연이 지속될 확률은 31%, 90일까지 

금연할 확률은 27%이며 그 차이는 유의했다(그림 5).

  

그림 5) 하루 흡연량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6개비이하, 점선: 7개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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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연시도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금연프로그램 전 스스로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의 유무에 따른 금연기

간의 차이를 보면, 금연시도가 없었던 경우 7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이 

43%이고,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이 29%이다. 스스로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7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이 80%이고,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이 53%이다.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했다(그림 6).

 

그림 6) 금연시도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없다, 점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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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반응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부모반응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는 몹시 화를 내시고 실망하신 경우 

9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이 55%이고, 피우지 말라고 타이르신 경우 

90일까지 금연할 확률이 29%이며 그 차이는 유의했다(그림 7). 

그림 7) 부모반응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화내고 실망, 점선: 타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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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친구 흡연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친구들이 대부분 흡연할 경우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41%이

고, 친구의 반정도만 담배를 피울 경우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45%, 친구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는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90%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그림 8). 

그림 8) 친구 흡연정도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거의 핌, 점선: 반정도핌, +: 안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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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연학교가 금연에 미치는 향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금연학교가 금연에 많은 향을 미쳤다고 한 경우 30일까지 금연을 유

지할 확률은 64%이고, 거의 향을 안 미친 경우는 30일까지 금연을 유지

할 확률은 20%이다.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했다(그림 9).

그림 9) 금연학교가 금연에 미치는 향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향많다, 점선: 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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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연학교 졸업 당시 금연 여부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금연학교 졸업 당시 금연여부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금연학교 졸업 당시 금연한 경우 7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88%이고,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68%이다. 금연학교 졸업 당시 흡연한 경

우는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32%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그림 10).

그림 10) 금연학교 졸업 당시 금연 여부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금연, 점선: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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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등학교 졸업 후 금연계획 여부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고등학교 졸업 후 금연계획이 있는 경우는 7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

은 83%이고, 30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67%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금연계획이 없는 경우는 7일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52%이고, 30일까

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22%이다.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했다(그림 11).

그림 11) 고등학교 졸업 후 금연계획 여부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금연, 점선: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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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금연 여부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현재 금연하고 있는 경우 금연유지 확률은 100%이다. 현재 금연하고 

있지 않는 경우 6일까지 금연유지 확률이 50%이고, 90일이면 금연유지 확

률이 0이다.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했다(그림 12).

그림 12) 현재 금연 여부와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 (실선: 금연, 점선: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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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의 금연 여부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Cox's 비례위

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금연실패에 향을 준 요소는 성별, 첫 흡연 시작시기, 흡연 지속기간, 

하루 흡연량, 친구의 흡연정도, 금연학교 향, 고등학교 졸업 후 금연 여

부 등이었다.

   Cox's 비례위험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금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첫 흡연 시작시기 다.

   첫 흡연 시작시기를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비교하 을 때, 

초․중학교 때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

작하는 경우 금연에 실패할 확률이 0.13배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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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금연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14 구분 비례위험계수 95%신뢰구간

성별
여

남 1.44 0.945∼3.231

첫 흡연시작시기
초․중학교

고등학교 .13 0.018∼0.995

흡연지속기간
1년이하

1년초과 1.05 0.479∼2.309

하루 흡연량
8개비이하

9개비이상 2.00 0.98∼4.09

친구의 흡연정도

거의안핌

대부분핌

반정도핌

4.55

4.30

0.53∼39.02

0.53∼34.75

금연학교의 향
거의없다

보통이상 .50 0.24∼1.06

졸업후 금연여부
흡연

금연 .56 0.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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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찰

   청소년의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때,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

추기 위한 금연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서울위생병원의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의 실시 6개월 이후의 금연율과 

금연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금연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하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에 한달 용돈을 살펴보면 평균 8만

원으로 나왔으며, 1∼5만원까지가 52.13%, 6∼10만원까지가 28.72%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다. 선행연구(심은

희, 1988; 지인순, 1989; 최지호 등, 1995)에 의하면 한달 용돈이 많은 학생

의 흡연율이 높았다고 하 다. 그러나 용돈이 많아서 흡연을 하게 되었는

지, 흡연을 하기 때문에 용돈이 많이 필요했는지는 정확치 않다. 용돈과 의

미는 다르지만 서일(1988)에 의하면 가족의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반면, 임웅등(1992)은 가족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하

다. 

   흡연과 음주의 관계를 보면, 신성례(1997)는 흡연청소년의 90%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지원(1997)은 음주가 청소년 흡연에 향을 미

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았다. 정진희(2002)는 98%의 여고생이 술

을 마시는 것으로 발표하 다. 최지호 등(1995)은 음주 횟수가 많을수록 금

연 시도율 자체가 떨어지며, 금연을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

다. 

   이것은 흡연이 알코올과 접한 관계가 있고, 쉽게 흡연에 노출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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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다양한 유형의 약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소년 범죄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신성례, 1996).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88.30%가 음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음주와 흡연은 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그래서 금

연프로그램 중에 금주교육도 함께 실시한다면 금연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포함한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

동들이 피우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성장하면서 흡연자가 되는 경

우, 아버지의 흡연과 관련이 있다(신성례, 1997; 서일, 1988; 임웅 등, 1992: 

최지호 등, 1995: 하 호, 1996)고 한 연구도 있고, 아버지 흡연 여부와 관

련성이 없다(정래순 등, 1996: 정태흠 등, 1998)고 한 연구도 있다. 

   김종성(1989)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흡연률이 52.4%이었던 것에 비해 부모가 금연하는 경우 대상자들의 흡연

률이 26.2%로 나타나, 부모 흡연 여부에 따라 대학생의 흡연율에서 약 2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중 흡연자가 86.17%로 나와 학생들의 흡연

은 가족 구성원들의 흡연과도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것은 가족 특히 아버지들의 금연이 청소년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금연프로그램 중에 흡연하는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첫 흡연 시작시기에 대해서 황혜숙(2000)은 중학교 1∼2학년 때가 

57.5%로 가장 높았고, 양해규(2000)는 중학교 때 73.5%이었으며, 정진희

(2002)는 중학교 2∼3학년 때가 47.3%이었다. 이진(1998)은 초등학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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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36.3%로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첫 흡연 시작시기가 중학교 2∼3학년 때가 

64.9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15.96%,  중학교 1학년이 14.89%

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흡연 시작시기가 연소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기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암에 대한 위험도가 더

욱 높아지며, 특히 아동기의 흡연 노출은 성인기로 이어지는 흡연습관 형

성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므로, 조기흡연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이 시급

함을 알 수 있다(민병근 등, 1976).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6.44개비로 나왔는데, 이진

(1998)의 6.95개비, 황혜숙은 6.97개비와는 거의 같고, 임소연(1996)의 9개비, 

신성례(1996)의 10.9개비와는 차이를 보 으나, 청소년들의 흡연이 거의 매

일 담배를 피우는 습관성 흡연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 징계나 사회봉사로 금연 시

작까지의 시간이 지연된 결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 처음 흡연문제로 적발

된 경우 바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 시켜, 금연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에 

대한 폐해와 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심각성을 인지하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초 흡연동기에 대한 선행논문들(황상숙 등, 1995; 서일, 1988; 정진희, 

2002; 박명윤, 1992)을 보면 호기심이 가장 큰 동기이고, 그 다음이 친구의 

권유 다.

    본 연구에서도 최초 흡연동기로 호기심이 63.83%, 친구의 권유가 

13.83%로 응답되었다. 호기심이 가장 큰 동기인 것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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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담배의 

해독과 니코틴의 중독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원인인 친구의 권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손정남(2000), 임웅 등

(1992), 정태흠 등(1998)의 흡연동기는 호기심보다는 친구의 권유가 더욱 

높아 이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들은 주변의 상황에 쉽게 

동조되는 경향이 강하고 뚜렷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어려운 시기라 친구 관

계나 동료들의 유혹에 쉽게 동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친구 중 흡연자가 대부분인 경우가 64.89%이었고, 금연 성

공자와 실패자에 있어서 친구의 흡연정도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혼자 금연교육을 받을 시 친구들의 유혹으로 금연에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흡연하는 친구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올바른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흡연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5일금연프로그램은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교는 흡연을 같이하는 학

생들이 함께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금연 성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건강이 나빠져서가 70.9%,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10.6%로 10명중 8명 이

상은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선하, 2000). 그 외에

도 건강문제로 금연을 시도한다고 한 선행논문들(최지호 등, 1995; 김종성 

등, 1989; 이창희, 1992; 이원식 등, 1990)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금연을 유지하는 이유로 건강을 위해서가 44.32%이었

다. 이것은 금연프로그램 중의 의료강의가 딱딱하지만 청소년에게도 건강 

문제의 인식을 위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 70 -

   금연 실패요인들을 찾아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Shiffman(1982)는 사람들

이 초기의 성공적 금연 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요인은 스트레스, 

담배를 피우게 하는 환경적 동기, 개인의 의지 때문이라고 하 고, 

Stillman(1995)은 강한 니코틴 중독이 담배를 끊게 하거나, 금연을 오랫동

안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다. 김일순(1991)은 첫째가 니코틴 중독, 

둘째는 습관성, 심리적 의존성 때문이라 하 다. 

   최지호(1995), 이창희(1992), 이원식 등(1990)의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스

트레스가 금연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김선애(1998)는 의

지력이 33.33%, 스트레스가 19.44%이었으며, 김지은(2003)은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52.7%,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32.4%이었다. 홍운식(2001)은 중독

성 때문에가 54.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연 실패자의 실패한 원인으로 습관성이 50.00%, 의지

부족이 16.67%, 스트레스가 14.29%로 나왔고, 금연 성공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이유는 스트레스가 38.6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실

패자의 가장 큰 원인이 습관성으로 나온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의 니코틴 

의존정도에 대한 체크가 사전에 있어서야 하는데 살펴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다음 연구에서는 니코틴 의존정도에 대한 체크가 선행되어야겠

다. 그리고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금연 후 좋아진 것을 묻는 질문에 김선애(1998)의 연구에서 성인들은 

체중증가와 신체상태 호전을 말했고, 경제적 절약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용돈 절약이 34.62%로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다음

이 운동 시 숨이 차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서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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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있어 담배 값이 용돈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은 청소년

의 금연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청소년의 금연을 

위해 담배 값 인상을 꼭 필요하다.

   금연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 모

두에게 있어서 금연 화인 것을 볼 때, 네트워크 시대에 사는 청소년의 수

준에 맞는 시청각 교재를 만드는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 맞는 금연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성향

이 있기에 이에 맞추어 각종 시청각 자료 및 이벤트 등이 개발되고 온라인

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금연학교의 향과 금연 유지기간의 차이에서 성인프로그램의 김선애

(1998)는 금연학교의 향이 많을수록 750일 이상 금연지속 확률이 40%, 

많지 않을 경우에는 20%로 조사되어, 성인에게 금연학교의 장기간의 효과

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본 연구에서도 금연학교의 향이 많을수록 30일 이상 

금연할 확률이 64%이었으나, 금연학교의 향이 거의 없는 경우 10일까지

의 금연 유지율이 51%, 30일까지 금연할 확률이 20%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교육 후 10일전에 추후 관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금연프로그램 후 반복해서 동기를 지각시키고, 추적 관찰이 중요

하다고 한 선행연구(김택민, 1990; 최종태, 1992; Geisinger, 1976)를 지지한

다. 추후 연구에서는 금연프로그램 후 추후 관리방법에 따른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금연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첫 흡연 시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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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선행연구(김안자, 

1998; 이진, 1998; 황혜숙, 2000; 양해규, 2000; 정진희, 2002)에서 청소년 흡

연 시작 연령이 점차 연소화 되는 것을 보고,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했던 것(Glyn, 1993)과 일치한다. 그래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조기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금연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의 금연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opez(1997)는 금연프로그램 3개월 후의 금연율이 30∼50%이고,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20∼30%사이로 떨어진다고 하 다. 국내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율을 살펴보면, 신용경 등(1998)의 금연프로그램 직후의 자가 보고

한 금연율은 37.4%이었고, 송미라(2000)는 금연프로그램 1개월 후 금연율이 

38.8%이었다. 

   성인금연프로그램 후 금연율을 살펴보면, 김선애(1998)는 금연프로그램 

후 6개월에서 2년 지난 후의 금연 성공률은 30.21%이었고, 신재규(2003)는 

1년∼4년 후의 금연 성공률이 입원군이 65.3%, 통원군이 52.9%로 조사되었

다. Health and Public Committee(1986)에 의하면 5일금연프로그램의 직후 

프로그램의 금연율은 70%로 발표하 고, American Cancer Society에서는 

교육과 행동수정요법 교육 1년 후의 금연율은 25∼50% 유지된다고 발표하

다.

   본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 후의 금연율은 금연 학교 졸업 당시 금연율

이 74.47%이었고, 6∼12개월 후의 금연율은 55.32%이었다. 그러나 연구 대

상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26명)은 금연 실패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

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실패자로 넣고 금연율을 계산하면 금연율은 

43.33%로 떨어진다. 반강제적으로 학교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에게 



- 73 -

금연프로그램은 금연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한 선행연구

들(김택민, 1990; 지연옥, 1993; 신성례, 1995)과는 달리, 학교 벌칙 상 교육

을 받으러 왔어도 학교에게 전학이나 자퇴를 종용받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압력은 금연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금연프로그램

은 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하는데 성공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자가 보고에 의한 것임으로 신뢰성에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소변의 코티닌 검사

를 추후 연구에는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은 청소년 흡연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흡연의 문제점과 금연의 이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설

득력 있는 교육으로 청소년의 금연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청소년이라 해도 후일의 금연시도에 긍정적 

향을 미칠 잠재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은 질적인 향상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프로그램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과 온라인식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국가적인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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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설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금연프로그

램의 다른 외생 변수에 의한 효과를 구분해 낼 수 없었다. 대조군을 동반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의 설문을 자기 기입식으로 했으나 학교에서 설문을 받는

다는 중압감 때문에 솔직한 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소변 검사  

 등 객관적으로 금연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금연프로그램 전에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 정도를 측정해 놓고, 그

에 따른 금연율을 분석해 볼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금연프로그램 후 6개월 이상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

지만, 교육이 끝난 후 추후 관리가 없었다. 금연프로그램 후 추후 관리 방

법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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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

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때,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프로

그램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 6개월 이후의 금연 성공률과 

금연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금연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 다.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위생병원부설 5일금연학교에서 교육을 받

은 고등학생 311명중, 설문지를 받을 수 있었던 학생 94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 다. 

   조사기간은 2003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 학생주임의 양해를 

얻어 학교로 방문하여,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양호실이나 상담실에서 

학교 교사 없이 학생을 만난 후 설문지를 받아왔다. 

   설문도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것은 신성례(1997)가 사용한 

설문지를, 금연효과에 대한 것은 김선애(1998)가 사용한 설문지를 청소년에

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 각각의 특성은 실수

와 백분율로 구하 고,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의 특성 비교는  t-검정과 X
2
-

검정과 ANOVA 검정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금연기간의 비교는 life test를 

이용한 Log-Rank방법으로, 청소년의 금연실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Cox's 비례위험 회기분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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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5일금연프로그램 실시 6개월 후의 금연 성공률은 43.33%∼

55.32%이었다. 금연 성공자의 65%가 금학교의 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금연 화 다. 그러므로 청소년 눈 

높이에 맞춘 시청각 교재를 만드는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2) 연구대상자 94명은 남학생이 57명(60.64%), 여학생이 37명(39.36%)이

었다. 첫 흡연 시작시기가 초․중학교 때인 경우가 87명(82.98%)이었으며, 

흡연기간은 평균 20개월이고, 하루 흡연량은 6.44개비 다. 흡연동기는 호

기심이 60명(63.83%)이었다. 학교에서 흡연 적발 시 봉사 활동 등으로 시간

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흡연 적발 즉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금연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금연 성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43.86%, 여학생의 72.97%

가 금연하고 있었다. 금연 성공자에게 있어서 금연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스트레스 받을 경우(38.46%) 으나, 건강에 대한 생각(44.23%)과 강

한 의지(32.69%)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금연을 하면서 가장 좋아진 

것은 용돈 절약(34.62%)이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있어서 담배 값이 인

상되면 인상 될수록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연할 것이다.

   4) 금연 실패자의 특성은 초․중학교 때 첫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51.23%가 금연에 실패하고 있었다.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담배에 대한 습

관성(50.00%)과 의지부족(16.67%)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추후 관리방법으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온라인식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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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흡연특성과 금연기간과의 차이 분석에서 금연 유지기간이 길게 나온 

변수로는 여학생인 경우, 첫 흡연 시작시기가 고등학생 때인 경우, 흡연기

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하루 흡연량이 6개비 이하인 경우, 5일금연프로그램

의 향을 많이 받은 경우 다.

  6) 금연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유의하

게 나온 변수는 첫 흡연 시작시기 다. 초․중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

에 비해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 금연에 실패할 확률이 0.13배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금연성공자의 65%가 금연프로그램의 향을 받은 

것을 볼 때,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금연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이 첫 흡연 시작시기인 것을 볼 때, 유치

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더

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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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생 박명희 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금연학교를 수료하신 후 현재의 금연 성공률을 

파악하고, 금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여 추후 금연프로그램에 

반 하고자 하여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며 연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누설되지 않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각 설문마다 빠짐없이 사실대로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생 박명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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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을 읽고 번호 위에 V표하거나 빈칸에 자세히 기록해 주십

시오.

             학교     학년   이름 :                 HP               

(일반특성)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학생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다 

3. 학생의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① 주로 육식   ② 주로 채식   ③ 무엇이든지 잘 먹는다. 

4.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5. 나의 성격은 어떤 편인가?

   ① 외향적 (활발하다)       ② 내향적 (조용하다)     

6. 나의 한달 용돈은?          만원/1달

7. 방과후 친구와 어울리는 평균 시간은?

   ① 1시간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6시간이상

8.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환각성 중독물질(본드, 부탄가스, 수면제, 대마초, 각성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흡연특성)

10. 첫 흡연 시기는 언제 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1학년       ③ 중2학년 

   ④ 중3학년        ⑤ 고1학년       ⑥ 고2학년 이후

11. 흡연기간은?                             개월

12. 하루 흡연량은?                          개비

13. 학교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횟수는?          회

14. 스스로 금연시도 해본 횟수는?              회

15. 가족 구성원 중 담배 피우는 분이 있으면 모두 V표하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④ 기타   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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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흡연하게된 동기를 하나 고른다면?

   ① 호기심   ② 친구의 권유   ③ 멋있게 보여서

   ④ 스트레스 해소  ⑤ 기타 

17.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겠다 

   ②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피우면 담배를 피워도 무방하다 

   ③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18. 부모님이 나의 흡연사실을 아셨을 때 반응은?

   ① 몹시 화를 내시고 실망하셨다  ② 조금 화를 내셨다 

   ③ 피우지 말라고 타이르셨다     ④ 흡연을 용납하셨다

   ⑤ 나의 흡연여부에 관심이 없었다

19. 내 친구들의 흡연정도는?

   ① 대부분 담배를 피운다   ② 반정도만 피운다

   ③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금연교육)

20. 금연학교가 나의 금연에 어느 정도 향을 미쳤나?

   ① 많은 향을 미쳤다   ② 보통 향을 미쳤다 

   ③ 조금 향을 미쳤다   ④ 전혀 향을 미치지 않았다        

21. 금연학교를 졸업할 때 금연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금연했다면 며칠동안 유지되었습니까?          일

23.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향에 대한 지식정도를 교육전과 비교하면?(  )

  ① 많이 알게 됨 ② 약간 더 알게됨 ③ 똑같다

24. 금연 화는 어떠하 는가 ?(  )

  ① 많은 자극을 받았다  ② 조금 자극 받았다 ③ 자극 없었다 

25.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

  ① 의료강의 ② 금연 화 ③ 의지강의 ④ 운동 및 물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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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26. 가족이나 주위 친구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권유할 마음은?(  )

  ① 꼭 권하겠다 ② 권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③ 생각중이다

27.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금연을 하겠는가?(  )

  ① 담배는 백해무익하므로 금연하겠다 ② 흡연하겠다 ③ 가봐야 알겠다 

28. 현재 금연(7일 이상)하고 계십니까?

   ① 예        ▶29번 문제로 가주세요    

   ② 아니오    ▶33번 문제로 가주세요

※ 현재 금연(7일 이상)하고 있는 학생만 응답해 주세요.

29. 금연교육 후 계속 금연하셨습니까?

  ① 예    ② 피운 적도 있으나 금연중이다

30. 금연을 유지하기에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친구의 유혹      ② 습관성       ③ 스트레스

  ④ 술 마실 때       ⑤ 의지부족      ⑥ 기타

31. 현재 금연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유는 ?

  ① 강한 의지력      ② 학교의 규율    ③ 건강이 걱정되어

  ④ 대체요법(물, 심호흡, 운동...)활용     ⑤기타

32. 금연 후에 가장 좋아진 것 한가지만 고르시오.

  ① 운동 시 숨이 차지 않다  ② 건강 염려가 사라졌다   

  ③ 가정이 화목해졌다 

  ④ 학교 생활이 편해졌다   ⑤ 용돈이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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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흡연중인 학생만 응답해 주세요.

33. 금연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친구의 유혹             ② 습관성        ③ 스트레스 

   ④ 술 마실 때              ⑤ 의지부족      ⑥ 기타

34. 앞으로 1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담배를 끊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다   ② 6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다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 금연할 생각이 있다

  ④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35. 아침에 일어난 후 언제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1시간이후   ② 31-60분   ③ 6-30분   ④ 5분 이내

36. 교회나 학교같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의 욕구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적   

 이 있습니까?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37. 언제 담배의 유혹을 참기가 어렵습니까?

  ① 아침 첫 담배 이외의 다른 경우   ② 아침 첫 담배

38. 하루 몇 개비의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1-10개비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39. 아침에 일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에 흡연량이 하루 중 다른 때 보다 의  

   미 있게 많습니까?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40.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아플 때에도 흡연을 참기 어려워 흡연하  

   셨습니까?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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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금연 성공자의 특성

  금연 성공자중 금연프로그램 이후 계속 금연을 유지한 학생은 26명

(50.00%), 피운 적도 있으나 현재 금연중인 학생이 26명(50.00%)이었다. 

  금연을 유지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스트레스가 20명(38.46%), 습관성이 

19명(36.54%), 친구 유혹이 7명(13.46%)이었고, 그 외 의지부족이 4명

(7.69%), 술 마실 때 2명(3.85%)이었다. 

  금연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로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23명(44.23%), 

강한 의지가 17명(32.69%), 학교규율이 1명(1.92%)이었다. 

  금연 후 좋아진 것으로는 용돈 절약이 18명(34.62%), 운동 시 숨이 차지 

않다가 12명(23.08%), 학교생활이 편해졌다가 10명(19.23%), 건강염려가 사

라졌다가 9명(17.31%), 가족이 화목해졌다가 3명(5.77%)으로 조사되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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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금연 성공자의 특성

변수 구분 실수 %

계속 금연했는가
예

피운적도 있으나 금연

26

26

50.00

50.00

금연유지

힘든이유

친구유혹

습관성

스트레스

술 마실 때

의지부족

7

19

20

2

4

13.46

36.54

38.46

3.85

7.69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강한의지

학교규율

건강생각

대체요법

기타

17

1

23

3

8

32.69

1.92

44.23

5.77

15.39

금연 후 좋아진 것

운동시 숨 안참

건강염려 사라짐

가족화목

학교생활 편함

용돈절약

12

9

3

10

18

23.08

17.31

5.77

19.23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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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금연 실패자의 특성

  금연 실패자의 특성은 초․중학생 때 첫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51.23%

가 금연에 실패하고 있었고, 흡연기간은 평균 24개월이었다.

  금연하지 못한 이유로는 습관성이 21명(50.00%), 의지부족이 7명(16.67%), 

스트레스가 6명(14.29%)이었다. 

  앞으로 1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는가 에는 언젠

가 금연할 생각이 있다가 17명(40.48%), 6개월 이내 금연계획이 14명

(33.33%), 1개월 이내 금연계획이 9명(21.43%), 없다가 2명(4.76%)이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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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금연 실패자의 특성

변수 구분 실수 %

금연실패 이유

친구유혹

습관성

스트레스

술

의지부족

5

21

6

3

7

11.90

50.00

14.29

7.14

16.67

앞으로 금연계획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언젠가

없다

9

14

17

2

21.43

33.33

40.48

4.76

기상 후 흡연언제

1시간이후

31-60분

6-30분

5분이내

16

8

8

10

38.10

19.05

19.05

23.81

금연구역 흡연욕구
참는다

어렵다

22

20

50.38

49.62

담배유혹이 심한 때
다른 때

아침 첫 담배

26

16

61.90

38.10

하루 몇 개비 피우나

1-10개비

11-20개비

21-30개비

29

11

2

69.05

26.19

4.76

기상 1시간 내 담배
많지 않다

많다

29

13

69.05

30.95

아플 때 흡연 유무
안한다

한다

24

18

57.14

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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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has concluded that the 5-day stop smoking program has 

favorably influenced adolescents to quit smoking.

                                              Myung Hee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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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performed on adolescents 6 months after completing 

the stop smoking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ntage who had stopped and other factors that influenced them. 

All 94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whole population was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 The data analysis is used for SAS 

statistics program with X
2
-test, T-test, ANOVA, life test and 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top smoking rate was 55.32% after completing the stop        

    smoking program. 68% of them were influenced by the stop        

    smoking program. The participants especially enjoyed stop smoking  

    movies and medical lectures.

 2) 43.86% of male students and 72.97% of female students succeeded in  

   breaking the habit of smoking. The main reason for their overcoming  

   the smoking habit was that they possessed strong will-power and    

   they strongly desired good health. As they stopped smoking, they    

   were able to save their pocket money and comfortably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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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main reason some participants failed was lack of will-power.    

   Most of them started smoking in elementary school or middle        

   school. 51.3% of them failed because of their addiction to tobacco    

   and their lack of will-power to stop. But 95.24% of them have a     

   plan to quit smoking in the future. 

4) Their first smoking experience was found to have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stopping the habit quit      

   smoking. Adolescents who started in elementary or middle school    

   were less likely to successfully stop smoking than those who started  

   in high school. 

In conclusion, all the study revealed that a long effective period of 

smoking cessation can't be generalized. Because the students in this 

study were chosen with some limitations. But the rate of the successful 

overcomers is relatively high with 55.32%. Therefore we surely must 

develop the most effective smoking cessation programs possible. It is 

very important to teach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void tobacco because of its bad effects on 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