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및 미래 흡연과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김 이 경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및 미래 흡연과의 관련성

지도 지 선 하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김 이 경



김이경의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년 6월 11일



감사의 말씀

“너 대학원까지 가면 결혼 못한다~”라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질병관

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 근무하면서 연세대 보건대학원을 선택했을 때 당시

는 많이 힘들고 갈등도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되짚어보면 정말 잘 선택한 길

이란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항상 최고의 논문이라

격려해주신 보건대학원의 자랑이자 존경하는 멋진 지선하 교수님, 멀리 샌프

란시스코에서 이메일과 국제전화로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신 멘토 이성규 선

생님, 제가 이 주제로 논문을 쓸 지 미리 아셨는지 국내영화 모니터링을 담당

하셨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님, 해이해진 제 자신을 다잡을 수 있도

록 도와주신 김희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신 이동철아저씨, 황성완교수, 강정규교수, 김남

희, 고봉훈, 김행욱, 김동욱, 김준희, 김철순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동고동락한

역학건강증진학과 동기들 사랑합니다.

끝으로 내친김에 박사과정까지 하라고 재촉이신 척스타, 밤새 저와 코딩하느

라 고생하신 우아미여사,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을 때 손수 화장까지 지워준

깜찍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 고마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누구보다 행복했으며,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졌

습니다. 더욱 사회에 필요로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달려 나가겠습니다!

2012년 6월

김 이 경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 4

2.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 5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7

4. 연구의 틀 ·····································································································12

5. 분석방법 ·······································································································13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14

2.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요인의 기술통계 ··············································16

3.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유무별 개별분석 ············································25

4.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과 현재 흡연유무의 회귀분석 ························30

5.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과 미래 흡연의지의 회귀분석 ························34

Ⅳ. 고찰 ·····················································································································40



- ii -

Ⅴ. 결론 및 제언 ·····································································································43

참고문헌 ····················································································································45

부록 ····························································································································49

Abstract ·····················································································································58



- iii -

표 차 례

표 1. 연구변수의 구성표 ··························································································· 10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 15

표 3. 성별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17

표 4.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19

표 5. 인구·사회적 특성 및 흡연시작 요인별 현재 흡연유무 분석·················· 27

표 6. 현재 흡연 유무별 영화 속 흡연 장면 관련 기타 요인 분석························· 29

표 7. 현재 흡연 유무와 관련된 요인 분석(전체) ····················································· 32

표 8. 현재 흡연 유무와 관련된 요인 분석(대학생) ·················································· 33

표 9.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전체) ························································· 36

표 10.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대학생) ··················································· 37

표 11.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현재 비흡연자) ····································· 38

표 12.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현재 비흡연자, 대학생) ······················ 39



- iv -

그 림 차 례

그림 1. 2005∼2006년 모니터링 시행된 한국영화······················································ 4

그림 2. 연구대상의 선정과정························································································ 6

그림 3. 연구의 틀········································································································ 12

그림 4.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전체) ·················································· 16

그림 5.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성별) ·················································· 18

그림 6.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현재 흡연 유무별) ···························· 20

그림 7.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여자) ·················································· 21

그림 8.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남자) ·················································· 22

그림 9.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고등학생) ··········································· 23

그림 10.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대학생) ············································· 24



- v -

국 문 요 약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및 미래 흡연과의 관련성

연구목적: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이 현재 및 미래 흡연과 관련이 있는지

를 후향적 조사를 통하여 향후 청소년 금연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영화 속 흡연 장면의 노출 여부 및 횟수를 파

악하고, 영화 속 흡연 장면과 현재 및 미래 흡연의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고등학생과 대학생 1,07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2006년 9월말까지 개봉된 총 70편의 한국영화 속 흡연 장

면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와 현재 흡연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노출

이 많았던 그룹(133-340회)이 50회 이하 그룹에 비해 현재 흡연율이 38.6배

(95% CI, 15.6-95.2) 높았다.

현재 흡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이 가장 높았으며 과거흡연 유무, 친구의 흡연권유에 대한 순응, 담배브랜드

물품소지 유무, 부모의 흡연유무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

재 흡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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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금연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

탕으로 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한 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국민건

강증진법 혹은 담배사업법에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부

모의 관심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영화 속 흡연 장면이 청소

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호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 영화 속 흡연 장면, 청소년, 미래흡연의지,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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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흡연은 질병과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나, 예방이 가능한 요

인이다(USDHHS1), 1990).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은 첫 흡연 시기가 매우 빠르

다는 것에 있다.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

소년의 첫 흡연 시기는 2011년을 기준으로 12.8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Cohen(1972)은 흡연을 처음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습관성 흡연자가 될 가

능성이 크며 담배에 중독이 되어 금연이 어렵다고 했다. 1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의 경우, 16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 비해 금연을 하기가

2.1배 더 어려우며(Khuder et al., 1999), 흡연자의 88%가 만 18세 이전에 습관

적 흡연자로 발전하며 이 중 약 50%가 중독된다(USDHHS, 1994). 미국의 경

우,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수명 단축 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

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에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8년의

수명 단축된다(Fielding et al., 1998).

이렇듯 청소년의 흡연 실태와 흡연유해의 심각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청소

년 흡연행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청소년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모의 흡연(Koval et al.,

1997; Smith et al., 1995; Oygard et al., 1995), 담배광고의 영향, TV·영화에서

의 흡연 장면 등과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특히 흡연

하는 친구가 있는 것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et al.,

1985; Bauman et al., 1994; Flay et al., 1994; Ariza-Cardenal et al., 2002;

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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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lesh et al., 2005).

이처럼 청소년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밝힌 연구는 매우 많

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 청소년들

에 국한된 연구이며, 특히 영화 속 흡연 장면이 매우 중요한 흡연시작 요인이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연구가 없었다.

국내의 경우 성인 흡연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고 흡연시작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또한 최근에도 청소년 관람가 영

화 속 흡연 장면이 완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흡연상태 및 미래 흡연의

지와의 관련성을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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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이 얼마나 청소년 흡

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향적 조사(retrospective study)를 통하여 파악하고

자 한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번도 연구되지 않았던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요인과 현재 흡연상태 및 미래 흡연의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 금연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영화 속 흡연 장면의 노출여부와 횟수를 파악한다.

둘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흡연상태 및 미래 흡연의지와의 관련성

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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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

관)에서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하여 실시한 ‘한국영화 흡연 장면 모니터링’결

과를 활용하였다(부록 1, 부록 2). ‘한국영화 흡연 장면 모니터링’은 2003년부

터 매년 시행되다가 현재는 미실시 중이며, 이 연구의 자료는 마지막으로 조

사된 2005∼2006년 ‘한국영화 흡연 장면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 연구는 2005∼2006년 9월말까지 개봉된 총 70편의 영화 속 흡연 장면 모

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 모니터링은 2005년 국내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40편(전체관람가 2편, 12세이상관람가 10편, 15세이상관람가

21편, 청소년관람불가 7편), 2006년 모니터링은 2006년 9월말까지 개봉된 한국

영화 30편(전체관람가 14편, 12세이상관람가 9편, 15세이상관람가 17편)이었다.

그림 1. 2005〜2006년 모니터링 시행된 한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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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이 연구는 2012년 3월 5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와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에 앞서 설문지 작성 전, 2005∼2006년 상영된 국내영화 70편의 인지도

를 파악하고자 엠브레인(http://www.panel.co.kr)2)을 통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1, 2학년) 회원 359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온

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설문지 작성 후 고등학생 62명(1학년 42명, 2

학년 30명) 및 대학생 8명(1학년 4명, 2학년 4명) 총 70명을 대상으로 Pilot

Test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중학생의 경우는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교사에

게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을 고지한 후, 교사의 동의하에 직접 교사가 배부,

설문을 하게 한 후 직접 수거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는 연구자가 학교를 직

접 방문하여 배부 및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조사지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으

로 진행되었다.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구두로 안내함으로써 응답자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

지 않도록 하였으며, 응답내용의 충실도도 높이도록 하였다.

전체 1,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나 미회수된 50부와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이 연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설문지 5부를 제외

한 1,07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동북아 최대 신뢰성 있는 패널과 독자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 전문기업으로, 사이트

에서 본인이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직접 설문을 작성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폴 형식의 맞

춤조사서비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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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대상의 선정과정

· 서울, 강원, 경남, 충북 소재 대학교

· 서울 소재 남녀공학 고등학교

조사대상 학교 설문지 배포 (n=1,130)

최종 회수완료 설문지 (n=1,075 [95.1%])

 · 미회수 및 작성오류

   (n=55 [4.9%])
    - 미회수 (n=50)

    - 작성오류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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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일반적 특성 측정(통제변수)

이 연구에서 선정한 통제변수는 인구·사회적 특성 요인과 청소년 흡연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명백히 밝혀진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청소년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은 문헌고찰(Distefan et

al., 1999; Zhang et al., 2005; Kemppainen et al., 2006; Rice et al., 2006;

Miller et al., 2006; Dalton et al., 2006; Kim et al., 2006; Jonathan et al.,

2006)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 변수로 인구·사회적 특성 요인은 성별, 조사대상 학교 지역, 학년이며,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과거 흡연 유무, 부모의 흡연 유무, 친구의 흡

연 유무, 친구의 흡연 권유 시 대응태도, 금연교육 유무, 담배브랜드 새겨진

물품 소지 유무였다.

과거 흡연 유무는 과거에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를 과거

흡연자로 분류하였다(Sargent et al., 1998). 부모의 흡연 유무는 둘다 피우지

않음, 둘 중 한명 또는 둘다 피우는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친구의 흡연 유무는

전혀 없음, 일부 있음(거의 대부분, 모두 포함)으로 측정하였다. 친구의 흡연

권유 시 대응태도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와 ‘아마도 담배를 피우지 않

을 것이다’는 비흡연으로, ‘아마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와 ‘분명히 담배를 피울

것이다’는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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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흡연유무의 측정(종속변수)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현재 흡연 유무를 측정하고

자 한다. 현재 흡연여부에 대한 정의는 2004년에 우리나라 13세에서 15세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청소년 흡연율조사(GYTS)’3)를 근거로 “최근

30일 동안, 하루에 평균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의 질문에 “전혀 담배

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현재 비흡연자‘로, 그리고 모든 다른

응답(0.5-1개비, 2∼5개비, 6∼10개비, 11∼20개비, 21개비 이상)을 한 사람은 ’

현재 흡연자‘로 재분류하였다.

미래 흡연의지에 대한 정의는 “향후 5년 이내에 담배를 피울 의향이 있습니

까?”의 질문에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미래 비흡연자’로, 그리고 모든 다른 응답(아마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 분명히 담배를 피울 것이다)을 한 사람은 ‘미래 흡연자’

로 재분류하였다.

다.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수의 측정(Exposure to smoking in films)(독립변수)

영화 속 흡연 장면의 정의는 주연이나 조연배우가 흡연하거나 흡연 배경이

있는 경우를 ‘흡연 장면’으로 정의하였으며(Dalton et al., 2002),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계산되었다.

그림 1과 같이 2005∼2006년 상영된 한국영화 70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각각

의 영화마다 흡연 장면의 발생수가 나왔다(부록 1, 부록 2).

2005년 영화 속 흡연 장면 모니터링 결과 40편의 영화에서 총 225장면이 흡

연을 연출하고 있었으며 영화 한 편당 평균 5.6회나 방영된 것으로 나타났으

3) Global Youth Tobacco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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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6년의 경우 30편의 영화를 모니터링 한 결과 흡연 장면이 총 150회로

편당 평균 5회씩 방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월간소비자, 2006; 2007).

연구 대상자에게 70편의 영화를 봤는지 여부를 물어서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수를 추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설문 응답에 의해 연구 대상자들

이 본 영화 속 흡연 장면의 발생 수를 더하여 계산하였다.

ex) A학생이 본 영화(잠복근무, 말아톤, 댄서의 순정) X 흡연 장면(회)

→ 잠복근무(4회) + 말아톤(7회) + 댄서의 순정(13회) = 24회 노출

조사 전 연구 대상자들의 기억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동일 대상자에게

영화 제목만 적은 설문 조사지와 영화 포스터, 주연 및 조연 배우의 이름을

함께 적은 설문 조사지를 제공한 결과, 후자의 경우 제대로 식별 가능하였다.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유무에 따른 그룹은 흡연 장면 노출 횟수에 따라 4

분위수의 범주(50회 이하, 51-92회, 93-132회, 133회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이상의 연구변수의 구성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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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의 구성표

구분 변수 문항수 정의 측정

독립

변수

영화 속

흡연장면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수

1
주연, 조연배우가 흡연하거

나 흡연배경이 있는 장면 수
부록 1, 부록 2

종속

변수

현 재

흡 연
흡연량 1

하루 평균 흡연하는 담배 개
비 수

전혀 피우지 않는다=1, 하루
0.5-1개비=2, 하루 2-5개비=3,
하루 6-10개비=4, 하루 11-20개
비=5, 하루 20개비 이상=6

미 래

흡 연

의 지

미래흡연

의지
1
향후 5년 이내 담배를 피울
의향이 있는지 유무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
다=1, 아마도 담배를 피우지 않
을 것이다=2, 아마도 담배를 피
울 것이다=3, 분명히 담배를 피
울 것이다=4

통제

변수

인 구

사회적

특 성

성 별 1 남여 여=0, 남=1

학 년 1 고등학생, 대학생
고1=1, 고2=2, 고3=3, 대1=4, 대
2=5, 대3=6, 대4=7

학 교 1

·고등학생: 일반계, 특성화,
특수목적

·대학생 : 4년제, 2·3년제

일반계=1, 특성화=2, 특수목적
=3. 4년제=4, 2·3년제=5

용 돈 1 한달에 지출하는 금액
전혀 없다=1, 1-3만원=2, 4-6만
원=3, 7-9만원=4, 10만원 이상=5

청소년

흡 연

시 작

요 인

과거 흡연 1
과거에 한두 모금이라도 피

워본 적이 있는 경험 유무
없다=0, 있다=1

부모의

흡연
1 부모의 흡연유무

두분 모두 피움=1, 아버지만 피
움=2, 어머니만 피움=3, 두분 모
두 피움=4, 모름=5

친구의

흡연
1 친한 친구 중 흡연하는 수

전혀 없다=1, 일부 있다=2, 대부
분이다=3, 모두 흡연한다=4

친구의

흡연권유

시 순응도

1
친한 친구가 흡연 권유 시
순응태도 유무

절대 피우지 않음=1, 아마도 피
우지 않을 것임=2, 아마도 피울
것임=3, 분명히 피울 것임=4

금연 교육 1
한번이라도 금연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험 유무 없다=0, 있다=1

담배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소유

1
담배브랜드가 새겨진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유무 없다=0,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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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문항수 정의 측정

기타

변수

영 화

속

흡 연

장 면

관 련

영화 속

흡연 배우

호감도

1
영화 속 흡연 배우를 멋있다
고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유
무

없다=0, 있다=1

영화 속

흡연 장면

흡연 욕구

1
영화 속 흡연 장면을 보고
흡연을 하고 싶은 적이 있는
지 유무

없다=0, 있다=1

영화 속

흡연 장면

필요성

1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반드시 필요하다=1, 상관없다=2,
꼭 필요하지는 않다=3, 절대 나
오면 안된다=4

영화시청

경로
1 주로 영화를 보는 경로

영화관=1, 컴퓨터 파일 다운=2,
DVD나 TV=3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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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틀

이 연구의 틀은 그림 3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유무에 따른

그룹, 횟수

현재 흡연 유무 및 미래

흡연의지에 따른 그룹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 50회

· 51-92회

· 93-132회

· ≥ 133회

　 　 　

· 흡연

· 비흡연　

　
Chi-square tests

　

　

인구·사회적 특성
흡연행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타 요인

l 성별

l 조사대상 학교지역

l 학년

l 과거 흡연유무

l 부모 흡연유무

l 친구 흡연유무

l 친구의 흡연권유시

순응도

l 금연교육 유무

l 담배브랜드 새겨진

물품소지 유무

l 영화 속 흡연배우에

대한 동경유무

l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한 흡연욕구 유무

l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한 입장

그림 3.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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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이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였다. 분석

에 앞서 자료편집을 통해 자료 분석에서 자료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이 실시되었으며, 관련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둘째, 흡연 유무에 따른 개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할표 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과 카이스퀘어 검정(x2-test), 독립표본 t검정(t-test), 일원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학적 특성 및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

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수가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로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또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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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 조사대상 학교의 지역, 학년에 대

해 조사하였다. 전체 1,0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성별에서는 남자가 57.5%(618명), 여자가 42.5%(457명)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다.

조사대상 학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특별시가 87.8%(944명)로 가장 많았으

며, 충청북도가 5.2%(56명), 경상남도가 4.7%(50명), 강원도가 2.3%(25명)의

순으로 많았다.

학년을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

학교 1학년이 4.3%(46명), 고등학교 2학년이 5.5%(59명), 고등학교 3학년이

0.6%(7명), 대학교 1학년이 16.7%(180명), 대학교 2학년이 22.1%(237명), 대학

교 3학년이 32.7%(352명), 대학교 4학년이 18.1%(194명)로 고등학생이

10.4%(112명), 대학생이 89.6%(963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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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 체 (n=1,075)

n(명) 백분율(%)

성 별

남자 618 57.5

여자 457 42.5

조사대상 학교 지역

서울특별시 944 87.8

강원도 25 2.3

경상남도 50 4.7

충청북도 56 5.2

학 년

고등학교 1학년 46 4.3

2학년 59 5.5

3학년 7 0.7

대학교 1학년 180 16.7

2학년 237 22.1

3학년 352 32.7

4학년 194 18.1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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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요인의 기술통계

가.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

연구 대상자 총 1,075명의 2005∼2006년 상영된 70편의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는 그림 4와 같았다.

평균 97회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노출되었으며, 영화 속 흡연 장면 25-149회

에 노출된 연구 대상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그림 4.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n=1,075), 2005〜2006년 상영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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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여자(n=457) 남자(n=618)
t

p

value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전 체 84.9 ± 51.5 106.5 ± 58.5 -6.295 <0.0001

고등학생 68.3 ± 53.2 101.8 ± 70.5 -2.782 0.006

대학생 88.2 ± 50.6 106.8 ± 57.8 -5.107 <0.0001

나. 성별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에 차이가 있는 지

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의 경우 여자 85회, 남자 107회로 남자가 1.3배 더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여자 68회, 남자 102회로 남자가 1.5배 높았으며, 대학생의

경우 여자 88회, 남자 107회로 남자가 1.2배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컸으나, 대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남녀 모두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표 3. 성별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 Mean
†Standard Deviatio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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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는 그림 5와 같다.

전체 1,075명 중 여자는 25-49회가 9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자는

100-124회가 12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

그림 5.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 성별(n=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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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흡연(n=390) 비흡연(n=685)
t

p

value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전 체 137.4 ± 47.8 74.4 ± 47.9 -20.743 <0.0001

고등학생 152.2 ± 56.7 56.6 ± 41.8 -7.966 <0.0001

대학생 136.4 ± 46.9 76.9 ± 48.2 -18.826 <0.0001

다.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에 차이

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의 경우 흡연자 137회, 비흡연자 74회로 흡연자가 1.8배 더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자 152회, 비흡연자 57회로 흡연자가 2.7배 높았으며,

대학생의 경우 흡연자 136회, 비흡연자 77회로 흡연자가 1.8배 높았다.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차이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컸으나, 흡연자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표 4.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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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는 그림 6과 같다.

전체 1,075명 중 비흡연자는 25-49회가 170명으로 가장 높고, 흡연자는

100-124회가 11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역시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

그림 6.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 현재 흡연 유무별(n=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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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별에 따른 현재 흡연 유무별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여자 457명을 대상으로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

수 빈도는 그림 7과 같다.

비흡연자는 25-49회가 91명으로 가장 높고, 흡연자는 100-124회, 125-149회

가 각각 2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역시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

그림 7.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 여자(n=457)



- 22 -

남자 618명을 대상으로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

수 빈도는 그림 8과 같다.

비흡연자는 25-49회가 79명으로 가장 높고, 흡연자는 100-124회가 8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역시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

그림 8.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 남자(n=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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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년별에 따른 현재 흡연 유무별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

고등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는 그림 9와 같다.

비흡연자는 25-49회가 30명으로 가장 높고, 흡연자는 125-149회가 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역시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

그림 9.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 고등학생(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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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963명을 대상으로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는 그림 10과 같다.

비흡연자는 25-49회가 140명으로 가장 높고, 흡연자는 100-124회가 107명으

로 가장 높았으며, 이 역시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

그림 10.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빈도, 대학생(n=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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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유무별 개별 분석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유무별 개별분석을 살펴보기 위한 개별요인으로 인

구·사회적 특성 및 흡연시작 요인과 이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영화 속

흡연 장면에 관련된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타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들 변수들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여부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 인구·사회적 특성 및 흡연시작 요인

개별분석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유무 차이는 표 5와 같다.

성별, 학년, 과거 흡연유무, 부모의 흡연유무, 친구의 흡연유무, 친구의 흡연

권유시 대응태도, 금연교육 유무, 담배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소지 유무에서 통

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흡연유무를 보면 남학생의 흡연이 48.9%(302명),

여학생은 19.3%(88명)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흡연율이 2.5배 더 높았다(p<0.0001).

학년에 따른 현재 흡연유무를 보면 고등학생의 흡연이 23.2%(26명), 대학생

이 37.8%(364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2), 이는 곧 2005

∼2006년 당시 중, 고등학생이었던 현재 대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음을 보였다.

과거 흡연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율을 보면 과거 한번이라도 흡

연을 경험한 학생이 69.1%(364명)로 그렇지 않은 학생 4.7%(26명)에 비해 14.7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부모의 흡연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유무에는 차이는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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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하는 그룹(둘중 한명이나 둘다)의 학생의 흡연율이 42.9%(219명)로 부

모가 흡연을 하지 않는 그룹의 자녀 흡연율 29.3%(162명)보다 1.5배 더 높았

다. 이는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 자녀의 흡연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는지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율은 친한

친구 중 한명이라도 흡연하는 경우(일부 있다, 거의 대부분 피운다, 모두 피운

다)가 92.2%(247명), 흡연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경우가 17.7%(143명)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01) 이는 곧 흡연하는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흡연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응에 따른 현재 흡연율은 친한 친구가 흡연권유에도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그룹이 17.7%(143명)인 반해 친한 친구가 흡연권유시

흡연을 하겠다는 그룹은 92.2%(247명)로 무려 5.2배 높았으며 이 또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001).

금연교육 유무에서는 그룹간 현재 흡연율에서 유의한 차이(p<0.0062)를 보

였다. 현재 흡연 그룹에서는 금연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

34.6%(315명)보다 금연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45.7%(75명)로

더 높은 반면, 비흡연 그룹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금연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적이 있는 경우가 65.4%(596명)로 금연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

54.3%(89명)보다 더 높다.

담배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소유유무에 따른 현재 흡연율은 소지하고 있는 경

우가 73.3%(110명)로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30.3%(280명)에 비해 2.4배 높았으

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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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흡연 (n=390) 비흡연 (n=685)

p-value
n(명) 백분율(%) n(명) 백분율(%)

성 별

남자 302 48.9 316 51.1 <0.0001

여자 88 19.3 369 80.7

학 년

고등학생 26 23.2 86 76.8 0.002

대학생 364 37.8 599 62.2

과거 흡연유무

피운 적 없다 26 4.7 522 95.3 <0.0001

피운 적 있다 364 69.1 163 30.9

부모흡연유무*†

안 피우신다 162 29.3 391 70.7 <0.0001

피우신다 219 42.9 291 57.1

친구흡연유무‡

안 피운다 11 8.8 114 91.2 <0.0001

피운다 379 39.9 571 60.1

친구흡연권유에 대응§

안 피운다 143 17.7 664 82.3 <0.0001

피운다 247 92.2 21 7.8

금연교육 유무

받은 적 없다 75 45.7 89 54.3 0.0062

받은 적 있다 315 34.6 596 65.4

담배브랜드물품소지

없다 280 30.3 645 69.7 <0.0001

있다 110 73.3 40 26.7

표 5.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흡연시작 요인별 현재 흡연유무 분석(n=1,075)

* 유 : 아버지만 피우신다, 어머니만 피우신다, 두분 모두 피우신다
†유효케이스 1063(98.9%) 결측케이스 12(1.1%) : ‘모름’ 응답
‡유 : 일부 있다, 거의 대부분 피운다, 모두 피운다
§ 무 :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아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유 : 아마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 분명히 담배를 피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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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 속 흡연 장면 관련 기타 요인

개별분석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유무 차이는 표 6과 같다.

영화 속 흡연배우 동경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현재 흡연율은 흡연배우

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경우가 49.4%(236명)로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 25.8%(154명)보다 1.9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01).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흡연욕구유무에 따른 흡연율은 영화 속 흡연 장면

을 보고 담배를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70.0%(240명)

로 담배를 피워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 20.5%(150명)보다 무려

3.4배 높았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영화 속 흡연 장면 필요성 여부에 따른 흡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의 경우

가 54.1%(92명)로 가장 높고,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음’이 33.5%(234명), ‘꼭

필요는 없음’이 31.4%(58명), ‘절대 안된다’가 27.3%(6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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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흡연 (n=390) 비흡연 (n=685)

p-value
n(명) 백분율(%) n(명) 백분율(%)

영화 속 흡연배우에

대한 동경

한 적 없다 154 25.8 443 74.2 <0.0001

한 적 있다 236 49.4 242 50.6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한 흡연 욕구

없다 150 20.5 582 79.5 <0.0001

있다 240 70.0 103 30.3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한 입장

반드시 필요 92 54.1 78 45.9 <0.0001

상관없음 234 33.5 464 66.5

꼭 필요는 없음 58 31.4 127 68.6

절대 안됨 6 27.3 16 72.7

표 6. 현재 흡연 유무별 영화 속 흡연 장면 관련 기타 요인 분석(n=1,075)



- 30 -

4.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흡연 유무의 회귀분석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흡연 유무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오즈비(Odds ratio, OR)를 산출하였다.

흡연군과 비흡연군에 대한 이항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최근 30일 이내 담

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군을 비흡연군, 최근 30일 이내 담배를 0.5개비 이상

피운 군을 흡연군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회귀모형에 필요 없는 변수가 중복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자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될 독립변수들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흡연유무를 종속변수로, 성별, 학년 등 연구 대상자 개

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요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과거 흡연유무,

부모 흡연유무, 친구 흡연유무,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응태도, 금연교육 여부,

담배브랜드 물품소지여부 등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요인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는 4

분위수의 범주(50회 이하, 51-92회, 93-132회, 133회 이상)로 나누고 학년, 현

재 흡연유무, 부모흡연유무, 친구흡연유무,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응태도 변수

는 이분화 하였고, 산출한 오즈비는 95% 신뢰수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과거 흡연유무, 부모의

흡연유무,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응태도, 담배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소지 유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와 현재 흡연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노출이 많았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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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133-340회)이 50회 이하 그룹에 비해 흡연율이 38.6배(95% CI, 15.6-95.2)

높았다.

과거에 한번이라도 흡연한 적이 있는 경우는 한번도 흡연한 적이 없는 군에

비해 29.6배(95% CI, 15.7-55.8) 높았다.

부모 중 한분 이상이라도 흡연하는 경우는 두분 모두 흡연하지 않는 군에

비해 1.8배(95% CI, 1.1-2.9) 높았다.

또한 친한 친구가 흡연을 권할 시 응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33.5배(95% CI, 16.3-68.6) 높았다.

담배브랜드가 새겨진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4.6배(95% CI, 2.2-9.9) 높았다.

이 중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고, 친구흡연 권유에

대한 대응, 과거 흡연유무, 담배브랜드 물품소지 유무, 부모의 흡연유무 순으

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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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현재 흡연유무 (0: 비흡연, 1: 흡연)

변 수 범 주 오즈비† 95% 신뢰구간‡

노출 횟수(회)

≤ 50 1.0

51-92 1.2 0.5-3.2

93-132 19.4 7.9-47.9

≥ 133 38.6 15.6-95.2

성별

여자 1.0

남자 1.3 0.8-2.2

과거흡연유무

무 1.0

유 29.6 15.7-55.8

부모흡연유무

안 피우신다 1.0

피우신다 1.8 1.1-2.9

친구흡연유무

안 피운다 1.0

피운다 1.3 0.4-3.8

친구흡연권유에대한대응

안 피운다 1.0

피운다 33.5 16.3-68.6

금연교육유무

무 1.0

유 0.8 0.4-1.6

담배브랜드물품소지유무

무 1.0

유 4.6 2.2-9.9

표 7. 현재 흡연 유무와 관련된 요인 분석(n=1,063)*

* 유효케이스 1063(98.9%), 결측케이스 12(1.1%) : 부모흡연유무 ‘모름’ 응답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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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현재 흡연유무(0: 비흡연, 1: 흡연)

변 수 범 주 오즈비 95% 신뢰구간

노출 횟수(회)

≤ 50 1.0

51-92 1.7 0.6-4.9

93-132 26.5 9.8-71.7

≥ 133 45.4 16.8-122.7

성별

여자 1.0

남자 1.3 0.7-2.3

과거흡연유무

무 1.0

유 40.2 19.8-81.4

부모흡연유무

안 피우신다 1.0

피우신다 1.6 0.9-2.7

친구흡연유무

안 피운다 1.0

피운다 1.1 0.3-3.8

친구흡연권유에대한대응

안 피운다 1.0

피운다 32.9 15.5-70.2

금연교육유무

무 1.0

유 0.9 0.4-1.8

담배브랜드물품소지유무

무 1.0

유 4.5 1.9-10.3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 952명만 분석한 결과 역시 표 8과 같이 연구결과

는 비슷했으나 부모흡연유무는 유의하지 않았고 노출횟수 오즈비가 더 높았다.

표 8. 현재 흡연 유무와 관련된 요인 분석(대학생, n=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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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미래 흡연의지의 회귀분석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미래 흡연의지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그에 따

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향후 5년 이내 흡연을 하겠다는 흡연군과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비흡연군에

대한 이항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군을 비흡연군, ‘아마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 ‘분

명히 담배를 피울 것이다’ 군을 흡연군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회귀모형에 필요 없는 변수가 중복적으로 포함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될 독립변수들에 대해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미래흡연의지여부를 종속변수로, 성별, 학년 등 연구

대상자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요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 현재 흡

연유무, 과거 흡연유무, 부모 흡연유무, 친구 흡연유무,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

응태도, 금연교육 유무, 담배브랜드 물품소지 유무 등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는 4분위수의 범주(50회

이하, 51-92회, 93-132회, 133회 이상)로 나누고, 학년, 현재 흡연유무, 미래흡

연의지 유무, 부모 흡연유무, 친구 흡연유무,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응태도 변

수는 이분화 하였고, 산출한 오즈비는 95% 신뢰수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다. 현재 흡연유무, 과거 흡연유무,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

응태도, 담배브랜드 물품소지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20.1배(95% CI,

8.9-45.5) 미래흡연의지가 높았으며, 과거 한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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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2.6배(95% CI, 1.3-5.4) 미래흡연의지가 높았

고, 친한 친구의 흡연권유에 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4.9배(95%

CI, 3.1-7.7) 미래흡연의지가 높았다.

담배브랜드가 새겨진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0.4배(95% CI, 0.3-0.7) 미래흡연의지가 높았다.

이 중 현재 흡연유무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고, 친구흡연권유에 대한 대응,

과거 흡연유무, 담배브랜드 물품소지 유무 순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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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미래흡연의지(0: 비흡연, 1: 흡연)

변 수 범 주 오즈비 95% 신뢰구간

노출 횟수(회)

≤ 50 1.0

51-92 0.5 0.2-1.3

93-132 0.9 0.4-2.1

≥ 133 1.2 0.5-2.8

성별

여자 1.0

남자 1.2 0.7-1.9

현재흡연유무

무 1.0

유 20.1 8.9-45.5

과거흡연유무

무 1.0

유 2.6 1.3-5.4

부모흡연유무

무 1.0

유 0.9 0.6-1.4

친구흡연유무

무 1.0

유 1.3 0.4-4.1

친구흡연권유에대한대응

무 1.0

유 4.9 3.1-7.7

금연교육유무

무 1.0

유 1.1 0.6-1.8

담배브랜드물품소지유무

무 1.0

유 0.4 0.3-0.7

표 9.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n=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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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미래흡연의지(0: 비흡연, 1: 흡연)

변 수 범 주 오즈비 95% 신뢰구간

노출 횟수(회)

≤ 50 1.0

51-92 0.6 0.2-1.7

93-132 1.0 0.4-2.5

≥ 133 1.3 0.5-3.4

성별

여자 1.0

남자 1.3 0.8-2.2

현재흡연유무

무 1.0

유 22.2 8.9-55.0

과거흡연유무

무 1.0

유 3.0 1.3-6.9

부모흡연유무

무 1.0

유 0.8 0.5-1.3

친구흡연유무

무 1.0

유 0.9 0.3-3.3

친구흡연권유에대한대응

무 1.0

유 4.7 2.9-7.6

금연교육유무

무 1.0

유 1.1 0.6-2.0

담배브랜드물품소지유무

무 1.0

유 0.5 0.3-0.8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 952명만 분석한 결과 역시 표 10과 같이 연구결

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했다.

표 10.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대학생, n=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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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미래흡연의지(0: 비흡연, 1: 흡연)

변 수 범 주 오즈비 95% 신뢰구간

노출 횟수(회)

≤ 50 1.0

51-92 0.2 0.0-1.7

93-132 0.4 0.1-3.3

≥ 133 0.9 0.1-6.4

성별

여자 1.0

남자 0.3 0.1-1.3

과거흡연유무

무 1.0

유 3.8 0.9-15.3

부모흡연유무

무 1.0

유 0.5 0.1-2.4

친구흡연권유에대한대응

무 1.0

유 87.4 17.8-428.0

금연교육유무

무 1.0

유 0.2 0.0-1.2

담배브랜드물품소지유무

무 1.0

유 0.9 0.1-7.9

표 11은 현재 흡연자를 제외한 비흡연자 6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친구의 흡연권유시 대응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친한 친구의 흡연권유에 순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87.4배

(95% CI, 17.8-428.0) 미래흡연의지가 높았다.

표 11.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현재 비흡연자, n=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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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미래흡연의지(0: 비흡연, 1: 흡연)

변 수 범 주 오즈비 95% 신뢰구간

노출 횟수(회)

≤ 50 1.0

51-92 0.2 0.0-3.0

93-132 1.1 0.1-8.8

≥ 133 1.7 0.2-13.4

성별

여자 1.0

남자 0.3 0.1-1.7

과거흡연유무

무 1.0

유 5.3 1.1-26.6

부모흡연유무

무 1.0

유 0.2 0.0-1.9

친구흡연권유에대한대응

무 1.0

유 44.8 7.6-263.0

금연교육유무

무 1.0

유 0.3 0.0-2.2

담배브랜드물품소지유무

무 1.0

유 2.3 0.2-24.9

그러나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 현재 비흡연자 596명만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하나, 과거 흡연유무와 친구의 흡

연권유시 대응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과거 한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5.3배(95% CI, 1.1-26.6) 미래흡연의지가 높았으며, 친한 친구의 흡연권유에 응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44.8배(95% CI, 7.6-263.0) 미래흡연의지

가 높았다.

표 12. 미래흡연의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현재 비흡연자, 대학생, n=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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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이 연구는 ⌜영화에서의 흡연 장면 모니터링(2005～2006.9월 개봉 한국영화 70
편)⌟ 자료를 이용하여 영화개봉 당시 청소년이었던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75명
을 대상으로 흡연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화 속 흡연 장면과 우리나라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율이 남자 49%, 여자 19%로 보건복지

부 2011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 결과인 20대 남자 41%, 여자 4%보다 훨씬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

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와 현재 흡연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노

출이 많았던 그룹(133-340회)이 50회 이하 그룹에 비해 흡연율이 38.6배(95%

CI, 15.6-95.2) 높았다. Dalton MA (2003) 연구에서 흡연 장면이 나오는 영화

를 많이 본 그룹에서는 흡연이 17%, 적게 본 그룹은 3%에 불과했으며, 흡연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볼 경우 흡연율이 2.7배(95% CI 1.7-4.3) 높다는 결과

에 비하면 이번 연구는 과거 한국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이 우리나라 고등학

생과 대학생의 현재 흡연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 속 흡연 장면은 부모나 친구에 의한 흡연처럼 다른 사회적 요인만큼이

나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 연구의 장점은 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국외 선행연구들과 같이 영화 속 배우의 담배피우는 장면을 보는 것은 청소년

들의 흡연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istefan et al., 1999; Pechmann et

al., 1999; Tickle et al., 2001; Dalton et al., 2003; Sargent et al., 2005)는 것을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로 우리나라 역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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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 흡연 장면이 청소년 흡연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흡연과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이 연구 대상자들의 현재 흡연 유무와 연관되었으며,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용량 비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Dalton MA (2003) 연구에서 아직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10-14세 청소년

3,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인 반면 이 연구는 후향적 단

면연구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연예

인들의 흡연이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Yancey et al., 2011)과 같이

영화나 TV에서 유명 배우가 흡연하는 장면이 사람들에게 행동 양식을 변화시

킬 만큼 강력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배우의 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확산시킬(Sargent 2005)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인식

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자 1,075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청소년 관람가인 70편의 한국영화

를 통해 평균 97회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노출이 되었으며, 그 중 흡연자 390

명은 평균 137회, 비흡연자 685명은 평균 74회 노출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 청소년들이 본 영화의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다. 연구 대상자 중 2005∼

2006년 당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던 현재 고등학생들도 당시 영화를 컴

퓨터 파일로 다운받거나 집에서 DVD 또는 TV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렇게 영화에 대한 노출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청소년들

은 현실에서보다 영화에서 더 많은 흡연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흡연을 하게 되는데 미치는 요인들은 단지 영화 속 흡연 장

면 한가지만은 아니다. 부모의 관심으로 매개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

과 달리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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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미래흡연의지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Sungkyu Lee (2010) 연구에서처럼 과거 흡연 경험, 친구의 흡연 권유에 대한

순응도, 담배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소지 유무 요인 등에서 특히 통계적으로 높

은 유의성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5∼2006년 9월 개봉된 한국영화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영

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청소년이었던 현재 대

학생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과거 영화라서 연구 대상자들의 기억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개봉 영화라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2006년 모니터링을 마지막으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법론상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최근 개봉 영화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 학교 소재지가 서울시 87.8%, 강원도 2.3%, 경상남도

4.7%, 충청북도 5.2%로 서울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해

당 지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흡연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지나 우리나라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흡연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대

중매체들 중 영화만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영화뿐만 아니라 TV, 연극,

광고 등에서의 흡연 장면 노출과 청소년 흡연과의 상관관계 연구 또한 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연구를 경험으로 앞으로 좀 더 우수한 연구설계를 통

해 영화 속 흡연 장면이 청소년들의 미래흡연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장기간 추적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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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과 현재 및 미래 흡연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PASW Statistics 18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강원, 경남, 충북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1,075명의 학생으로 Pilot Test 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3주 동

안 학교사정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에서 남자 107회, 여자 85회로

남자가 1.3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25-49회, 남자는 100-124회가 가장 높았다.

둘째,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차이에서 흡연자 137

회, 비흡연자 74회로 흡연자가 1.8배 높았다. 비흡연자의 경우 25-49회, 흡연자

는 100-124회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흡연자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많이 노출되었다.

셋째,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횟수와 현재 흡연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노출이 많았던

그룹(133-340회)이 50회 이하 그룹에 비해 38.6배(95% CI, 15.6-95.2)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현재 흡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이 가장 높았으며, 과거흡연 유무, 친구흡연 권유에 대한 순응, 담배브랜

드 물품소지 유무, 부모의 흡연유무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외의 수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한국영화 속 흡연 장면과 청소년 흡연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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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청소년 금연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한 시행이 필요하다. 영화 및 비디

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7조(등급분류기준)에 의하면 흡연에 대해 언급되어 있

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청소년관람가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제재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혹은 담배사업법에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동안 관련 연구가 없었던 만큼 정책도 없는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오히려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는 장소에서의 흡연(교실,

병원 등)도 연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 및 고등학생이 흡연하는 장면도 공

공연하게 연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흡연 조장의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

관련 연구가 더 진행되고 그에 따른 정책 반영 또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관심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관심이 높고 낮음에 따라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받

는데 부모의 관심이 적은 학생이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의 위험이 크므로,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호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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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영화명 장면수 등급 연번 영화명 장면수 등급

1 제니주노 0 15 21 녹색의자 1 18

2 공공의 적 2 15 22 분홍신 0 15

3 파송송계란탁 3 15 23 여고괴담4 3 15

4 몽정기2 3 15 24 천군 2 15

5 여자 정혜 3 15 25 친절한 금자씨 12 18

6 잠복근무 4 15 26 웰컴투동막골 2 12

7 그때 그사람들 11 15 27 가발 0 15

8 말아톤 7 15 28 박수칠때 떠나라 3 15

9 마파도 13 15 29 이대로 죽을 수 없다 13 12

10 주먹이 운다 18 15 30 외출 8 18

11 엄마 7 전체 31 형사 1 12

12 역전의 명수 2 15 32 가문의 위기2 3 15

13 댄서의 순정 13 12 33 너는 내운명 6 18

14 혈의 누 1 18 34 미스터 주부퀴즈왕 3 12

15 남극일기 8 15 35 새드무비 1 12

16 연애의 목적 19 18 36 내생애가장아름다운 일주일 4 15

17 안녕형아 0 전체 37 야수와 미녀 5 12

18 연애술사 2 15 38 광식이 동생 광태 7 15

19 극장전 10 18 39 소년 천국에 가다 10 12

20 간큰가족 1 12 40 나의 결혼원정기 14 12

부록 1. 2005년 한국영화 흡연 장면 모니터링 결과(4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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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영화명 장면수 등급 연번 영화명 장면수 등급

1 왕의 남자 0 15 16 생날선생 15 15

2 데이지 6 15 17 호로비츠를 위하여 0 전체

3 구세주 3 15 18 괴물 1 12

4 백만장자의 첫사랑 3 12 19 강적 10 15

5 청춘만화 5 12 20 어느날 갑자기 D-day 1 15

6 흡혈형사 나도열 3 15 21 플라이대디 4 12

7 연리지 0 12 22 모노폴리 7 15

8 방과후옥상 5 15 23 각설탕 0 전체

9 카리스마탈출기 3 15 24 다세포소녀 3 15

10 도마뱀 0 12 25 해변의 여인 11 15

11 마이캡틴김대출 13 12 2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7 15

12 맨발의 기봉이 6 전체 27 사랑하니까 괜찮아 7 12

13 국경의 남쪽 5 12 28 천하장사 마돈나 9 15

14 공필두 10 15 29 아이스케키 2 전체

15 가족의 탄생 6 15 30 무도리 2 15

부록 2. 2006년 한국영화 흡연 장면 모니터링 결과(3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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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지

설 문 조 사

  1. 다음 중 본 영화를 [관람여부]에 체크( √ 또는 ○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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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 )

     1) 남 2) 여

 

  3. 학년이 어떻게 되십니까? ( )  

     1) 고등학생 1학년       2) 고등학생 2학년       3) 고등학생 3학년

     4) 대학생 1학년    5) 대학생 2학년    6) 대학생 3학년    7) 대학생 4학년

  4.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어디입니까? (    ) 

    - 고등학생일 경우,  1) 일반계   2) 특성화   3) 특수목적

    - 대학생일 경우,    1) 4년제         2) 2, 3년제    

  5. 본인이 한달에 지출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   ) 

     1) 전혀 없다

     2) 10,000원 - 30,000원

     3) 40,000원 - 60,000원

     4) 70,000원 – 90,000원

     5) 100,000원 이상

  6. 최근 30일 동안, 본인은 담배를 하루에 평균 몇 개비 피웠습니까? (      ) 

     1) 전혀 피우지 않는다

     2) 0.5-1개비 / 1일

     3) 2-5개비 / 1일

     4) 6-10개비 / 1일

     5) 11-20개비 / 1일

     6) 20개비 이상 / 1일

  7. 본인은 과거에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      )

     1) 없다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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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본인은 향후 5년 이내에 담배를 피울 의향이 있습니까? (      )

     1)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2) 아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3) 아마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

     4) 분명히 담배를 피울 것이다

  9. 현재 부모님께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      )    

     1) 두분 모두 피우지 않으신다

     2) 아버지만 피우신다

     3) 어머니만 피우신다

     4) 두분 모두 피우신다

     5) 모르겠다

  10. 친구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다

     2) 일부 있다

     3) 거의 대부분 피운다

     4) 모두 피운다

  11. 만약 친한 친구로부터 흡연권유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1)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 아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3) 아마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

     4) 분명히 담배를 피울 것이다

  12. 금연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1) 예 2) 아니오



- 57 -

  13. 담배상표(브랜드)가 새겨진 물품(티셔츠, 학용품, 가방, 신발, 악세서리 등)을

      갖고 계십니까? (     )

     1) 예 2) 아니오

  14. 영화 속 담배를 피우는 배우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5. 영화 속 흡연장면을 보고 ‘피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스토리전개상 흡연장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3) 흡연장면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4) 절대 흡연장면이 나오면 안된다

  17. 주로 영화를 보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    )

     1) 영화관(극장)

     2) 컴퓨터 파일 다운로드

     3) DVD 또는 TV 시청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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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smoking behavior among Korean young adults

Yi Gyung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ha Ji Ph.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in order to

develop strong and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measures

b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smoking behavior among Korean young adult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total of 1,075 students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Chi-squar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smoking behavior among Korean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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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49% of male and 19% of female participants are current smokers. The

group exposed smoking scenes in the movie between 133 and 340 times

are more likely to be smokers compared to the group exposed the scenes

less than 50 times [odds ratio (OR) 38.6; 95% confidence interval (CI)

15.6-95.2]. After adjusting the confounding factors which affect smoking

behavior among young people,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movies is

the most powerful risk factor to current smoking status.

Conclusion

There is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current smoking status. The study provides an important evidence to

reinforc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measures for young people. This

finding of the study should be disseminated to parents and teachers for

education purpose. The existing movie classification regulations should be

fully implemented to protect young people from smoking scenes.

Key words: smoking scenes in movie, adolescent, future smoking intention, 

smo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