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  귀 하 

  이 보고서를 “흡연청소년을 한 학교 심의 집단 연 로그램 개발  

   효과에 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  5 .  14 .

주 연구기 명  연세 학교

연 구 책 임 자 : 김 소야자 

    

   

   



- 3 -

요    약    문

Ⅰ. 제  목

흡연 청소년을 한 학교 심의 집단 연 로그램 개발  효과

Ⅱ. 연구의 목   필요성

본 연구의 목 은 학교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는 통합 이고 포

인 연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후 흡연 청소년의 흡연행 , 자

기효능감, 흡연행  변화단계,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함이다. 

Ⅲ.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는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 집단 연 

로그램의 장기 인 효과를 악하기 해서 처치 , 처치 직후, 처

치 후 3개월, 처치 후 6개월에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서울

시 소재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의 흡연청소년 43명으로 실험군 22명, 

조군 21명이다.

연구도구는 일반  특성에 한 21문항, 흡연행 를 측정하기 해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Fagerstrom, 1978)와 소변 내 코티

닌 함량, Self-efficacy/Temptation 척도, Univere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URICA) 척도, 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

는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과 결과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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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는 χ2 test, t-test를 이용하여 동질성을 검정하 으며, 집단 

내 처치 , 처치 직후(사후 I), 처치 후 3개월(사후 II), 처치 후 6개월

(사후 III)의 시 간 변화정도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

여 검증하 다. 두 시 간에 차이는 Bonferroni comparison을 이용하

여 p값을 보정 후 해석하 고, 각 시 별로 집단 간 차이검증은 inde- 

pendent sample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Ⅳ. 연구결과  

1. 집단 연 로그램 개발

집단 연 로그램은 총 9회기의 내용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집

단 연 로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기 하여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남자 고등학교에 재직 인 교사 10인에게 의뢰한 후 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총 9회기의 구체 인 내용은 집단원 소개, 자아존 감 

증진 역할모델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 흡연에 한 지식제공, 동물

실험, 주장훈련, 스트 스 리, 종결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집단 연 로그램의 효과검증

집단 연 로그램 처치 , 처치 직후, 처치 후 3개월, 처치 후 6개

월에 흡연 청소년의 니코틴 의존도, 자기효능감, 스트 스 정도는 시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 간에도 시 별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행  변화단계는 사후 조사 III의 시 에서 실험군의 13명, 조

군의 4명이 행동이나 유지단계인 것으로 나타나 사 조사에 비해 실

험군은 12명, 조군은 4명이 흡연행  변화단계  행 단계와 유지

단계로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 내 코티닌 함량 조사에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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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의 경우 조사시 별로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F=3.02, p=.06) 

, 조군의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F=6.32, p=.004)한 것으

로 나타나 이는 집단 연 로그램의 효과라고 사료된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장기 인 추후 리를 할 수 있는 연  흡연 방 로그램이 

요구된다. 

2. 연 캠 나 연 동아리와 같이 자조 이고, 흡연에 해 처벌

이 아닌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다양한 근방법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3. 본 연구의 결과는 연 로그램이 학교보건교육에서 의무 으로 

실시되도록 지지하는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4. 본 연 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을 한 흡연 방  연 

로그램의 구성에 활용될 수 있다.

5. 청소년들의 로그램 참여는 흡연 외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

견하고,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  문제를 방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6. 연 로그램의 시행으로 청소년 연과 더불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 정신 , 사회  문제를 방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국가  비용의 감을 가져 올 것이다.

7. 상자의 연에 한 동기부여의 정도에 맞는 재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청소년 흡연  연행 에 있어 측인자를 조사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8. 부모나 교사를 한 연 로그램의 실시와 래와 함께 참여하

는 연 로그램의 개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연 패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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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껌, 흡연 충동시 처할 수 있는 신체  활동 등 다양한 근방법

을 병행한 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9. 본 집단 연 로그램의 활용은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과 정

인 계를 맺고 있는 교사가 집단리더로서 로그램을 용이하게 진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속 으로 학생들의 흡

연행  상태나 연의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선교사를 활용함으

로써 청소년 연율 상승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 7 -

SUMMARY

(  문 요 약 문 )

The development of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 smoking

   Adolescent smoking is increasing continuously in Korea. Since 

most of the adolescent are belong to school in Korea, it is desirable 

to conduct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at school.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s, also need to be done continuously. Most of the 

former programs, however, are focused on one-time class so have no 

continu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school-based 

comprehensive smoking prevention program and to test its 

effectiveness. As a study frame work, the Prochaska's transtheoretical 

model which explains stage of change behavior was used. 

   Study design was quasi-experimental with pre and three post test. 

Total 41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22 in 

experimental group and 21 in control group. To see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followed after 3 and 6 

month. The program was made up total 9 sessions, took 60-70 

minutes for one session and provided twice a week. The experimental 

group was devided into 3 small groups and three trained researchers 

leaded the group.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nicotine 

dependency, urine cotinine level, self-efficacy, stage of 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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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behavior, stress level were tested as dependent variables. 

   Only urine cotinine leve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the 

program. The cotinine level and self-efficacy, cotinine level and stres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in experimental group. 

   Since it is very difficult to decrease adolescent smoking, small 

group intervention strategies and continuous follow-up was successful 

to decrease smoking amount.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done to test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ith large 

study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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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1. 청소년 흡연의 실태와 심각성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어지는 이행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되어지는 

건강 행 는 한 개인의 일생동안 유지되어져서 건강에 요한 향을 미

친다. 여러 건강 행  에서도 특히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요한 건강 

해 행 로 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1 로 

보고되고 있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험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약물 남용 실태조사에서(김성이 등, 

1996) 한 달에 6일 이상의 기간동안 습 으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73.2%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다수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약물 남용 실태조

사에서(김소야자 등, 1999) 27%의 학생들이 이미 흡연을 경험하고 있

어서 흡연 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 흡

연은 꾸 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흡연과 련된 사회  문제가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며(남정자, 최정수 등, 1995; 서일 등, 1998), 흡연하는 청소년이 

기타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73.5%에 해당하 다(김소야자 등, 

1993). 따라서 청소년 흡연을 방함과 더불어 이미 흡연하고 있는 청소

년들이 연하도록 하는 교육은 청소년 건강 증진과 국가  차원에서의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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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주의 기존연구와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흡연과 련된 연구로는 흡연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흡연을 방하거나 재하고자 하는 로

그램의 개발과 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실태조사와 

더불어 흡연 방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그리고 이미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연 교육 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청

소년들의 흡연율을 실질 으로 낮추는 재 방안이 극 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 로그램들은 시청각 매체나 

토의를 요시하는 연교육(김택민, 1990; 김도훈 등, 1997), 사회기술 

습득에 을 두는 로그램(최선화, 1991; 주왕기, 1989), 자기 조  효

능감을 증진시키는 로그램(신성례, 1997),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등

을 이용한 연 로그램(오희철 등, 1991; 최신환 등, 1993)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들 로그램들은 한, 두 가지의 연 방법에 기 한 단기 로

그램들로서 상자의 연 의지를 고려하거나 자조  연을 유도한 

로그램들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단일 기법들을 이용한 연 로그램들

은 그 효과가 미약하므로(Haire 등, 1991) 상자들의 성공 인 연을 

유발하기 해서는 상자들이 흡연하는 요인에 한 다양한 고찰이 필

요하고 이를 토 로 통합 이고 포 인 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한 장기 인 추 찰이 필요시 된다(Husten & Manley, 1990).

3. 연을 한 포  교육 로그램의 미비

기존의 연 교육 로그램들은 주로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지식 달 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오늘날에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

는 여러 가지 사회 심리  변인을 고려하여 흡연에 항하도록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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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술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연 로그램이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두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과 련된 요인들은 스트 스, 

불안, 욕구좌 , 소외감, 낮은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 감등을 들 수 있

으므로(Crump 등, 1997) 연 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변인들

을 재할 수 있는 포 인 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 로그램은 한, 두 가지의 연 

방법에 기 한 단기 로그램들이므로 그 효과를 입증할만한 연 로

그램은 없는 실정이다(김수진, 1999). 이에 김소야자 등(1999)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들을 고려하여 포 인 청소년 

약물 남용 방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청소년들을 상으로 실

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약물에 한 

태도와 지식은 변화시켰으나 자존감이나 사회 기술과 같은 변인 등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개 고등학교에서 약물 연구를 

실시하면서, 여러 약물 에서도 특히 흡연은 시 한 청소년 건강 해 

요소로 두되었고 연 교육 실시에 한 학교측의 긴 한 요구로 김소

야자 등(2001)은 소집단 연 교육 로그램을 9회에 걸쳐 실시하 다. 

소집단 연 교육 실시 결과 학생들의 흡연량에는 직 인 변화를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로그램의 보완과 좀 더 객 인 측정법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4. 단편  보건교육 실시

재 서울특별시 학교 보건원에서 보건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는 

시간은 주당 6시간이지만 이는 권장 사항에 지날 뿐 입시 주의 수업 

진행으로 인하여 흡연과 같은 건강 교육은 정규 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분의 보건 교육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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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식 달에 치우치고 있으며 지속 인 교육은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평생 건강에 기 가 되는 시기에 건강의 

요성을 간과한 채 건강 해 행 를 하고 있다.

연을 성공 으로 지속시키기 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동기를 유

발하는 메시지를 달하는 것과 장기간의 추  찰이 요하고 계속

인 지지와 격려가 매우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종태, 1992; 이

정렬, 박신애, 1996). 따라서 연 로그램의 실시와 평가는 일회 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반복 인 효과 측정 연구가 시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흡연 련 연구에서는 단일 연 교육 효과에 한 연구에 집 되어 

있고 연 교육 후 장기 효과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5. 학교 보건을 한 극  양호교사 활용의 미비

기존의 연 로그램 등은 학교를 토 로 실시되어지는 것보다는 

연 학교나 어떤 특수 기 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흡연하는 다수의 학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 이 있어서 흡연을 하는 다수의 학생들

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학교를 심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 로그램은 학교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 이며 그 효과를 최 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학교에서 연 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가장 이상 인 교육자는 학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이다. 김소야자 등(1992)의 양호교사가 실

시하는 약물 교육이 청소년의 약물에 한 지식  태도를 규명한 연구

에서 연구에 참여한 83명의 양호교사 원이 청소년에 한 보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85-94%가 흡연학생을 발견하 을 때 이유를 묻고 상

담을 함으로써 양호교사가 청소년 흡연의 상담자로서 함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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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이 연구에서 양호교사가 교육을 실시한 후에 청소년들의 담배

를 비롯한 다른 약물에 한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부정  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그 유해성과 독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한 재가 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되어지는 연 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학교에서는 흡연 청소년들에 한 건설 인 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흡연 청소년들에 해서 훈계나 근신, 정학 등 처벌  조치만을 취해

서 흡연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으로 가도록 만드는 결과를 래하고 있

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분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에서는 학교를 심으로 한 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학교 보건 교육은 

제 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는 통합 이고 포

인 연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흡연 청소년들에게 용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한 후 학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들로 하여  정규

으로 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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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목   가설

  본 연구의 목 은 학교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는 통합 이고 포 인 

연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흡연 청소년들에게 용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하고 궁극 으로는 학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들을 활용한 

연 로그램을 학교에 정착화하기 함이며, 구체 인 연구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 집단 연 로그램은 흡연청소년의 흡연행 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집단 연 로그램은 흡연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집단 연 로그램은 흡연청소년의 흡연행  변화단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집단 연 로그램은 흡연청소년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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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외 연구 황

1 . 청소년 흡연

미국은 이미 담배를 의존성 약물로 분류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의 

극  운동으로 흡연률이 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증

가 추세로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73%로  세계 1 를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률 증가와 조기흡연에 한 심각성은 세계 으로 

사회 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Sussman 등, 1999),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성인인구의 흡연률은 어드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

은 차 증가되고, 흡연시작 연령은 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수

진, 1999; 남정자, 최정수, 1995; 서일 등, 1998).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흡연은 성인기에 시작하는 경우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향이 더 크고, 흡연습 에 부정 인 향을 주며, 흡연기간이나 

흡연량도 많아지게 된다. 한 니코틴 독을 더욱 심화시키고, 청소년 

탈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담배와 련된 질병에 더 많이 이환되는 

경향이 있다(김일순, 1998; Chen & Millar, 1998). 

청소년의 흡연행 와 련된 변인들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크

게 몇 가지의 요소들이 청소년 흡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학교생활  교우 계, 사회심리  요소, 생

물학  요소 등으로 분류되는데, 어느 한 요소가 단독으로 향을 미친

다기보다는 서로 복합 으로 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은 하루생활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어 학교생활에서 받는 학교 환경  요인이 잖게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되어(송연희, 1998), 청소년의 일탈, 비행의 원인을 학교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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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향을 미치는 학교 

련요인들은 크게 교우들과의 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 , 학습시

간, 과외활동에 한 참여도 등(Krohn, 1986)인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행

와 학교생활과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는 학업성 이 나쁠수록 흡연

률이 높고(강 윤, 1996; 권수진, 1996; 신성례, 1997), 흡연하는 친구가 

많은 경우에 흡연을 할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yas & Pederson, 

1998). 권수진(1996)의 청소년 상 연구에서는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

해 행 를 많이 하는 학생들인 경우 반 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

하고, 성 도 낮으며, 선생님에 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 

둘째, 청소년의 흡연행 와 사회심리 인 요인간의 련성을 연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과 부모와의 계를 연구한 연구들

에서는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정상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1.5배2배정도 높다는 결과(남옥희, 1994; 유 식 등, 1984)가 있으며, 반

면 이은 (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생존 여부가 흡연행 와 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생존여부보다는 ․

고등학생의 흡연과 련된 주요 요인으로서 부모의 흡연습 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다(신숙호, 1998; Tyas & Pederson, 1998).

스트 스와 청소년 흡연행 에 한 연구 에서 서일 등(1988)의 연

구에서는 고등학생 흡연의 동기로 스트 스 해소가 가장 높았으나, 손정

남(1999)의 연구에서는 흡연행 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인이 '동료

와의 교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청소년의 흡연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친구와 어울리기 해서’라는 등의 교우

계와 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한국 연운동 의회, 1997; 

Akers & Lee, 1996, 손정남, 1999에서 재인용). 이는 청소년의 흡연행 가 

흡연과 련된 직 인 요인보다는 호기심이나 교우 계 같은 심리와 

사회 인 간  요인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바 어지고 있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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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일보, 1990). 이에 반해 성인인 군 간부를 상으로 한 김 정

(2000)의 연구에서는 연에 실패한 이유  스트 스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학생을 상으로 한 최지호 등(1995)의 연구에서

도 흡연동기  ‘스트 스 해소를 해서’가 ‘호기심’ 다음으로 높았고, 

연에 실패한 이유는 ‘스트 스 때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 직장인을 상으로 한 안동성 등(1994)의 연구에서는 스트 스와 흡

연과의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스트 스 지각에는 음주보다 흡연

의 유의성이 더 크다고 보고하 다.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 흡연행 와 

스트 스에 련된 연구결과들이 상반되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

구하고 여 히 스트 스가 청소년 흡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신성례, 1997; 이은 , 1992; Pederson 등, 

1998). 

청소년의 흡연행 와 반 인 심리사회  요인간의 련성을 조사하

기 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38명을 상으로 실시한 이은 (1992)

의 연구결과에서는 비흡연집단에 비해 흡연집단이 심리․사회  변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비흡연 집단은 흡연을 건강과 련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흡연집단은 담배를 단순한 기호품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

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흡연이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 다. 그에 반하여 여학생 

흡연자만을 상으로 한 송연희(1998)의 연구에서는 흡연 여학생의 경우 

비흡연여학생인 경우에 비해 흡연친구, 가정의 화목도, 학업성 , 학교생

활에서 부정 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와 

흡연행 와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에 

비해 심리  요인이 흡연행 에 미치는 향이 고(Rojas 등, 1998), 주

변환경으로 인해 흡연하는 경우가 다(Engels 등, 1998; Sussman 등, 

1998)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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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청소년 연 로그램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청소년 흡연의 요인들을 통합 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효과 인 연 로그램은 소수에 달하고 부분이 단기 인 

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문선 , 1994), 반 으로 청소년 연 련 

연구는 흡연행  련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Engels 등, 1998). 청소년의 

연행 와 련된 요인들에 한 지 까지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어린 나

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Chen & Millar, 1998), 스트 스에 한 응자

원이 부족할수록(Dejin-Karlsson 등, 1996; Matheny & Weatherman, 

1998), 1일 흡연 횟수가 많을수록(Chen & Millar, 1998; Engels 등, 1998), 

흡연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Engels 등, 1998), 가족구성원  흡연

자가 있을 때(Matheny & Weatherman, 1998), 상습  흡연인 경우(Sar- 

gent 등, 1998; Stanton 등, 1996)에 연성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연성공에 있어 성인들에게 유의한 향을 미쳤던 요인들

이 청소년들의 연행 와는 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argent 등, 

1998). 

일반 으로 성인 흡연자의 부분은 연할 의사를 가지고 (고 태, 

이은주, 1996),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연하는 경우가 많다(박종태, 

1994; 이성희, 1993). 그러나 연에 해서는 을수록 효과가 고 호

응도가 낮으며(김문실, 김애경, 1996), 특히 흡연자들은 일반 으로 비흡

연자에 비해 흡연이 건강에 주는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

나, 흡연을 심각하게는 생각하지만, 그들 자신이 흡연의 피해를 받으리라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이수경, 1986). 흡연행 에 한 인식에서

는(서일 등, 1988) 고등학생인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학생에 비해 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 인 일이므로 상

하지 않겠다’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피우면 담배를 피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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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가 학생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은 (1992)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에서 삼분의 일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흡연을 특별한 문제학생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 다. 더

욱이 청소년은 래 집단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받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의 요소보다는 이 래집단의 일원으로서 연을 시도하는 

것과 유지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신성례, 1997)

이와 같이 연행  자체의 복잡성과 성인의 흡연행 와는 다른 청소

년들의 독특한 흡연 련 특성을 고려할 때, 지 까지의 연교육은 효

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노정리, 1996). 김택민(1990)은 연 교

육을 받은 고등 학생들은 흡연의 유해성에 한 지식은 높아졌으나 흡연

율은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연 교육이 행 의 변화까지는 유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 다. 김소

야자 등(2001)의 연구에서도 통합 인 연 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

를 측정한 결과 연 행 는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

식자체로는 흡연행 를 지속시키는데 큰 향을 주지 못하지만, 지식은 

연을 동기화 시키는데 효과 인 요소이므로 흡연의 유해성에 한 기

본 인 지식을 달하여 주는 것도 요하다(신성례, 1997). 이러한 방법 

 가장 성공 이고 장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으로, 일반

으로 단체를 상으로 하는 강의식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에 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므로(유재 , 백 균, 1990, 신성례, 1997에

서 재인용), 소그룹 토의가 한데, 소그룹 토의에서 상자들은 스스

로의 인식을 확 하며(남궁용권, 1987, 신성례, 1997에서 재인용), 자신들

의 생각과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되고, 이는 자아확

립과 자아발 에 도움이 된다(김 자, 1993, 신성례, 1997에서 재인용). 

지 까지 연에 한 연구는 체로 치료 로그램의 개발  평가 

등에 이 맞추어져 제공자 주로 일방향 으로 제공되는 근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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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어 왔고, 이러한 로그램들에서는 흡연자들을 흡연행 를 

수정하는 동기나 비단계에서 동일하다고 보고 일률 으로 로그램을 

용함으로써 큰 효과를 내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오 수, 

김 란, 1996). 최근 연과 련된 연구들에서는 자조  연방법이 흡

연행 를 수정하기 한 효과 인 근방법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으며, 

연의 성과를 이분된 범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오 수, 김 란, 1996). 김 정(2000)의 연구에서는 연자

들이 사용한 연방법  스스로의 의지력이 81.6%로 가장 많았으며, 미

국 내에서 연에 성공한 흡연자 37만 명  90%가 자조 인 방법으로 

연을 하 다는 보고가 있다(American Cancer Society, 1986 오 수, 김

란, 1996에서 재인용). 자조 연 로그램의 효과연구와 함께 자기효능

감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연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Engels et al., 1998; Kowalski, 1997). Pallonen 등(1994)은 

자조 연 로그램의 효과에 한 연구에서 개인의 변화 단계에 맞는 자

조 연 지침서를 우편으로 제공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하 는데 로그램 

실시 1년 후와 2년 후에 실험군의 연율이 각각 25.0%와 28.9%로 조

군의 13.2%와 12.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신성례

(1997)는 자기 효능감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험군에는 자기 조  효능감 증진 로그램을 실시하고 조군

에는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로그램 실시 4주 후에 실험

군의 담배량이 조군의 담배량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자조  과정, 변화단계 등 TTM의 주요변인 자기효능감, 김수진(1999)

은 흡연에 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고려하여 범이론  모델을 용하여 

통합 인 연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소변 코티닌량과 1일 담배량이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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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양한 방법들이 청소년의 연행 를 증진시키기 하여 실시

되었는데, Botvin 등(1989)은 연 로그램에 불안을 극복하는 훈련을 도

입하여 연의 효과가 높아졌다고 보고하 다. Orlens 등(1991)은 연의 

방법으로 화 상담 방법이 상자들의 연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연에 한 문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

담의 효율성을 입증하 다. 김도훈 등(1997)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 로그램에서는 친구의 압력과 유혹에 항하는 기술을 교육해야 한

다고 하 으며, Tsoh 등(1997)은 연에 한 사회  지지와 격려,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응 기술 훈련, 스트 스 리 등을 포함하는 로그

램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연 로그램은 효과가 만족스

럽지 못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도되어왔다. 반 으로 부분의 

청소년 상의 연 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제

언하는 방향은 일 되고 있다. 김택민(1990)과 최종태(1992)는 청소년 

연 로그램이 단독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종합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한 여러 번 반복해서 메시지를 달하는 것과 장기간의 추 찰이 요

하다고 하 다. 김수진(1999)은 단기 연 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요구

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 으며(김수진, 

1999), 김소야자 등(1999)도 재 우리나라에서 양호교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약물 방 교육이 일회성의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지 하면서 흡연

을 비롯한 약물 사용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정규 이고 장기 인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다. 한 김소야자 등(1999)은 흡연을 비롯

한 통합 인 청소년 약물 남용 로그램에서는 약물에 한 지식과 태도  

뿐만 아니라 약물사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 다. 노정리(1996)는 흡연 교육이 학

교 교사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 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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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야자 등(1993)은 ․ ․고등학생을 상으로 양호교사가 약물 방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약물에 한 태도와 지식에 변화가 있었고, 

․고등학교 양호교사 128명을 상으로 흡연 학생 처리 방법에 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양호교사인 경우는 학칙 로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이

유를 묻고 상담하는 경우가 91.4%를 차지함으로써 양호교사들이 청소년

들의 흡연에 해서 교육하고 상담하는데 함을 보고하 다.  

요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연 행 에 련되는 요인

을 고려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 이고 포 인 청

소년 상의 연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

고, 궁극 으로는 학교 심의 연 로그램을 양호교사가 활용하여 

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 방  방지와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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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결과

1 . 연구수행 내용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 집단 연 

로그램의 장기 인 효과를 악하기 해서 처치 , 처치 직후(사후 

I), 처치 후 3개월(사후 II), 처치 후 6개월(사후 III)에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설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설계 

      

 사 조사    처치  사후 I  사후 II  사후 III

실험군

(n=22)
   O₁     X₁     O₂     O₃     O₄

조군

(n=21)
   O₁     O₂     O₃     O₄

   2. 연구 상자

연구 상 학교의 선정은 서울시 소재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의 학교장

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학교장의 

승낙 하에 선정된 남자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 다. 선정된 학교에서 

1학년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심으로 담임교사  학생주임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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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실험군에 30명, 조군에 21명을 무작 로 배정하 다. 상

자의 선정은 탈락률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선정해  것을 의뢰하 으

나, 흡연학생의 경우 흡연행 를 하다가 실제로 교사에게 발된 경우에

만 선정 가능하 으므로 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실

험군 30명, 조군 21명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 고, 최종 으로 상자

는 9회 연 로그램  6회 이상 지속 으로 참여한 실험군 22명과 

조군 21명이었다.

3. 연구도구 

가.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문항은 연구자가 직  구성한 질문지로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묻는 문항  학교생활과 련된 문항 7

문항(남자형제, 여자형제, 형제순 , 학교생활, 한달 용돈, 학교성 , 선생

님과의 계), 흡연특성과 련된 문항 6문항(흡연가족 유무, 흡연시작 

연령, 상습  흡연시작 연령, 흡연시작 이유, 흡연친구 비율, 담배구입장

소, 연성공 가능성), 음주행  련 특성 4문항(음주여부, 한달 기 의 

음주 횟수, 술 종류, 1회 주량), 父母의 음주  흡연, 약물사용 련 4문

항(父의 흡연․음주 상태, 母의 흡연․음주 상태, 父母의 습  약물복

용 여부, 父母의 약물처방이행 여부)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 흡연행  

(1)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정도를 조사하기 하여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 

naire(Fagerstrom, 1978)로 측정하 다. 본 도구에는 1일 흡연량, 담배의 

니코틴 함량정도,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양상, 흡연을 즐기는 시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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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담배 피우는 시간 ,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 신체의 상태와 련되

어 연하는 양상, 흡연욕구의 극복정도를 포함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은 011 이며 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이 심함을 의미

한다. 

(2) 소변 코티닌량

상자들이 피우는 담배의 양을 생화학 으로 검사하기 하여 니코

틴의 사산물인 소변 내 코티닌 측정을 S시에 소재한 S 의과학연구소

에 의뢰하 다. 코티닌은 니코틴의 주요 사산물로 흡연자의 액이나 

타액, 소변 등을 통하여 검사가 가능하며, 이  가장 정확한 측정방법은 

소변 내 코티닌을 조사하는 방법이다(신성례, 1997).

다. 자기효능감

본 도구는 특정상황에서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

감인 자기효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Velicer 등(1990)이 개발한 Self- 

efficacy/Temptation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정신간호학 교수 2인

에게 내용 타당도를 의뢰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의 내

용은 흡연의 유혹을 유발하는 20가지의 상황에서 유혹을 받는 정도를 5

 Likert 척도이며, 문항에서 제시된 상황마다 1 (  유혹되지 않는

다)에서 5 (극도로 유혹된다)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낮음을 

의미한다.  

라. 흡연행  변화단계

흡연행 의 변화단계를 측정하기 하여 McConnaughy 등(1983)이 

개발한 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URICA)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정신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의뢰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 30 -

본 도구는 총 32문항의 5  척도의 도구로 계획  단계, 계획단계, 행

동단계, 유지단계를 측정하는 4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변화

단계의 하 척도들의 수의 합이 가장 높은 수의 단계가 재 상자

가 속해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마. 스트 스 

흡연 청소년들의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이순희(1995)가 수정 

보완한 스트 스 측정도구 21문항을 사용하 으며, 이 척도는 5  Likert 

척도로서 최  21 에서 최고 105 까지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 주요 결과변인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바. 집단 연 로그램 개발  실시 

집단 연 로그램은 청소년의 흡연행 와 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기존의 연 로그램과 련된 연구의 제언을 기 로 하여 내용을 개발

하 으며, 개발된 내용은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남자 고등학교에 재직

인 교사 10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로그램의 실시시간은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1주일에 2회 실시되

었으며, 1회기 당 50분60분 정도로, 총 9회 방과후에 교실에서 이루어

졌다. 로그램 실시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연구책임자가 

로그램 진행에 해 연구보조원을 4시간 훈련하 고, 개발된 로그램의 

내용에 맞게 로그램 진행자용 protocol을 만들었으며, 학생들에게는 개

발된 로그램의 내용에 맞게 책자를 구성하여 배부하 다. 로그램 책

자는 각 개인이 1권씩 소지하도록 하 다. 한 각 회기 진행 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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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과 사후모임을 실시하 다. 

<표 2> 주요 변인별 측정도구 

변 수 측정도구 의 미
수범 신뢰도

계수

흡연행

Far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1978)

수가 높을수록 니

코틴 의존도 높음
011

소변 내 코티닌량
수치가 높을수록 흡

연량이 많음

자기효능감
Self-efficacy/Temptation척도

(Velicer 등, 1990)

수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 낮음
1100 0.85

흡연행  

변화단계

Univere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URICA)

(McConnaughy 등, 1983)

4개의 변화단계 하

척도의 합 에 가장 

높은 수의 단계가 

해당 변화단계임 

14

스트 스
스트 스 측정도구

(이순희, 1995)

수가 높을수록 스

트 스 높음
1105 0.87

 

4. 자료수집  분석 

자료수집의 시기  내용은 표 3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일

반  특성과 결과변인  사 수는 χ2 
test, t-test를 이용하여 동질성을 

검정하 으며, 집단 내 처치 , 처치 직후(사후 I), 처치 후 3개월(사후 

II), 처치 후 6개월(사후 III)의 시 간 변화정도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 고, 두 시 간에 차이는 Bonferroni com- 

parison을 이용하여 p값을 보정 후 해석하 다. 각 시 별로 집단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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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검증은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표 3> 자료수집의 시기  내용

사 조사

⇒ 

   

 

처

치

⇒

 사후 I

⇒

사후 II

⇒

사후 III

- 일반  특성

- 니코틴 의존도

- 소변 코티닌 

- 자기효능감

- 흡연행

    변화단계 

- 스트 스

X

- 니코틴 의존도

- 소변 코티닌

- 자기효능감

- 흡연행

    변화단계

- 스트 스

- 니코틴 의존도

- 자기효능감

- 흡연행

    변화단계

- 스트 스

- 니코틴 의존도

- 소변 코티닌

- 자기효능감

- 흡연행

    변화단계

- 스트 스

5. 윤리  고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에게는 집단 연 로그램이 제공되었으나, 

조군에게는 처치를 하지 않았다. 조군의 경우 어떤 처치가 간에 개

입될 경우 실험의 내  타당도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어 처치를 하지 않았으나, 연구가 종료된 후인 2001년도 여름방학을 이

용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집단 연 로그램을 실시할 정이며, 양호

교사가 직  실시하는 보건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흡연의 유해성에 한 

집단 교육을 의뢰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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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결과 

1. 집단 연 로그램 개발 

  집단 연 로그램은 청소년의 흡연행 와 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기존의 연 로그램과 련된 연구의 제언을 기 로 하여 내용을 개발

하 다. 개발된 내용은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남자 고등학교에 재직

인 교사 10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개

발된 로그램의 구체 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회 : 소개시간(반갑습니다)

(1) 활동내용

자신의 이름, 가족 상황, 취미, 특기, 별칭을 소개하고 집단원들이 

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동기와 로그램에서 얻고자 하는 기 에 하

여 서로 이야기를 나 다. 로그램 탈락자를 이기 하여 로그

램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집단원 간에 서로 서약서에 증인으로서 

서명한다. 

(2) 목

연 로그램의 첫 시간이므로 로그램 진행자와 상자들이 서로 

친 감을 형성하고, 로그램에 한 이해를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로그램 진행자는 반 인 로그램 진행에 하여 소개를 하고 참

가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로그램의 참여동기를 부여한다.

나. 제2회 : 나는 소 합니다  

(1) 활동내용 

자신의 재 모습에 한 인식, 미래의 바라는 자신의 모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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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로 표 하고 공유하며, 자신의 장 에 하여 이야기한다. 

지 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공 으로 해낸 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의 모습, 나의 친구

나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등에 해 을 쓰고 나 는 시간이다. 

한 자신의 가치 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가치  경매’ 게임을 실시

한다.

(2) 목

자신의 장단 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에 한 인식과 자아가치감의 증

진을 격려하며, 자신에 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자신에 한 좀 

더 실 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가치  경매' 게임을 실시함

으로써 로그램에 한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 이 다

른 사람의 가치 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건설 인 가치 을 형성

하도록 돕기 하여 실시된다. 

다. 제3회 : 흡연에 한 나의 일 기

(1) 활동내용

처음 흡연 시작 시기, 시작한 이유, 재 흡연하는 이유, 하루 흡연량, 

흡연 동기, 정도  상황, 흡연의 이 과 해로운 , 흡연하고 싶어지

는 상황, 그 상황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 흡연에 한 안  활동 등

에 하여 자신의 흡연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흡연 충동 상황과 스

트 스를 유발하게 하는 사고를 확인하고 이를 합리  사고로 교정하

는 연습을 한다. 즉 자신이 그런 사고를 하게 된 상황과 결과를 분석

하고 그러한 사고에 한 비논리성과 비 실성과 비실용성에 하여 

논박하는 연습을 한다. 한 자신의 흡연 유형에 해 설문지를 통해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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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자신의 흡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 흡연의 장․단 을 살펴보

아 연에 한 동기를 부여하고, 흡연행 와 련된 인지  측면을 

교정하기 함이다. 한 흡연의 장 보다는 단 이 더 큼을 인식시

키고, 단 상에 한 지식과 증상의 악, 처방법에 해 교육을 

통하여 상자들이 좀더 단 상을 잘 극복하여 연에 성공하는 

확률을 증가시키고자 함이다. 집단원들이 흡연에 하여 가지고 있는 

정 인 생각을 부정 인 것으로 교정해 다.

 

라. 제4회 : 계속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1) 활동내용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등에 걸려 기  삽 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모

습을 담은 비디오를 람하고 람 후 소감을 나 는 시간이다.  

(2) 목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기 하여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에 한 비디오를 람하게 하고, 그 결과 발생되는 문제와 감정

에 해 자신의 인지 , 정서  측면에서 재평가하기 한 시간이다.

마. 제5회 : 흡연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1) 활동내용

붕어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시간으로 비커에 동일한 양의 물

을 넣은 후 담배 잎을 5개, 10개, 20개를 녹인 물에 붕어를 넣어 죽

어 가는 모습을 찰하고 시간을 측정하 다. 실험 후 가장 충격 인 

장면과 그때의 느낌, 실험 후 흡연에 한 나의 생각의 변화에 해 

기술하고 소감을 나 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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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흡연의 피해를 실제 으로 느끼도록 함으로써 연에 한 의사 결정

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회기에서는 동물실험의 일환인 

붕어 실험을 통하여 니코틴에 노출된 붕어가 수분만에 죽어 가는 

모습을 찰함으로써 상자들의 흡연의 험을 충격 으로 경험하여 

변화에 한 동기를 유발하기 함이다.

바. 제6회 :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1) 활동내용

연에 성공한 사례를 만나 흡연경험, 연성공 경험, 연행 에 있

어 장애물, 단증상  리방법에 해 나 는 시간이며, 흡연횟수

를 이거나 담배를 끊는 행 를 증가시키기 하여 실 이고 수용 

가능한 구체 인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자신이 선정한 목표 수 을 

달성하 을 때, 행동에 한 보상으로 제공받고 싶은 강화물을 결정

한다. 연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증상의 종류  처방

법에 해 교육을 제공하고, 로그램에 참여한 친한 친구를 증인으

로 연서약서를 작성하며, 연스티커를 배부한다. 

(2) 목

역할모델을 이용하여 행 변화를 진하는 사회학습  근방법을 이

용하여 흡연행 변화를 진시키기 함이며, 흡연행 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변화에 한 자

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한 연을 돕는 친구의 

지지를 형성하기 해서 연 동지를 정하고 연서약서를 작성한 후 

연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연에 한 자신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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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7회 : 자신을 표 하세요

(1) 활동내용

자기주장 , 수동 , 공격  의사소통 유형에 해 강의를 통해 교육

하고, 집단원 각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에 해 기술하고 공유한 

후 친구와 짝이 되어 친구의 요청에 해 거 하는 상황을 역할극을 

통하여 시행한다. 역할극을 끝낸 후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에게 친

구들이 말해  조언이나 자신의 잘한 , 부족했던 을 피드백한다.

(2) 목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친구의 권유인 경우가 흔하므

로 친구가 흡연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친구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자

신의 입장을 효율 으로 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해 역할시범을 

통해 훈련하기 함이다.

자. 제8회 : 스트 스를 물리치세요

(1) 활동내용

자신의 스트 스 상황과 처 방안  그 처방안의 효과정도, 안

 활동 등에 하여 기술하고 공유하는 시간이다. 한 일반 으로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 강의를 통해 교육하고, 이

완요법 테이 를 이용하여 이완요법을 실시하 다.

(2) 목

자신의 스트 스 상황에 한 처양상을 악함으로써 비효율 인 

스트 스 리를 교정하고, 효율 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

스 리방법에 해 인식하게 하기 함이다. 한 이완요법을 통해 

직 으로 이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트 스 리 방법의 효과를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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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9회 : 새로운 내일

(1) 활동내용

로그램 종료 시 에서 흡연행 에 한 자신의 태도나 지식, 행  

변화에 해 기술하고, 담배와의 이별식을 하여 각자 담배 한 씩

을 불에 태워 없애는 시간을 갖는다. 로그램과 련하여 가장 인상

에 남는 일, 로그램 동안 배운 , 아쉬운 , 로그램 구성에 

한 조언 등을 나 고, 로그램 이후에 연을 격려할 수 있는 연

동지를 정한다. 연동지 이외에도 집단에 함께 참여한 집단원 간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지속 으로 연을 격려할 것을 약속한다. 로그

램에 끝까지 참석한 것에 해 수료증을 수여하며, 출석률이 가장 높

은 집단원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2) 목

로그램을 정리하는 회기로서 상자들이 연에 한 의지를 계속

하도록 격려하고 친한 친구와 연동지 계를 맺음으로써 래와 상

호 돕는 계를 형성하도록 격려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로그램의 실시시간은 1회기 당 5060분 정도로, 1주일에 2회 방과

후에 학교내 공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본 로그램이 학

교 장소를 토 로 양호교사가 실시하는 것을 궁극  목 으로 하기 때문

에 학교내의 한 장소에서 그룹을 진행하고자 한다. 로그램은 

protocol에 의해 실시되며 로그램 실시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

여 연구책임자가 연구보조원을 4시간 훈련시킬 정이며, 각 회기 진행 

후에 사 모임과 사후모임을 실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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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단 연 로그램 효과 검증 

   가.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하여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모

든 변인들에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주요 

인구학  변수들을 보면 아버지가 흡연을 하는 경우가 실험군(28.6%)에

서 조군(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 시작 연령은 실험군(61.1%)과 

조군(47.6%) 둘 다 14-16세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습 흡연 연

령은 14-15세가 실험군 72.2%, 조군 57.1%로 높게 나타났다. 흡연 시작

한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친구의 향을 제 1 순 로 보고했고, 친한 

친구들  흡연 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1-1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 성공 가능성에 한 생각에서는 실험군에서 ‘없다’라고 한 학생이 

6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조군에서는 ‘보통’으로 답한 학생

이 40.0%로 가장 높았다(표 4).

사  검사를 통하여 코티닌 양과 니코틴 의존도, 자기효능감, 변화단

계, 스트 스 변인들의 집단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코티닌 양을 제외

한 네 변인들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코티닌 양에 있어서는 실험군

(m=215.41)이 조군(m=37.15)보다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2.067, p<.05)(표 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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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자의 인구학  특성

특 성 구  분
실험군(n=22) 조군(n=21)  t 는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남자형제 없음 11 (52.4)  9 (45.0)

.713 .4801명 10 (47.6) 10 (50.0)

2명  0 ( 0.0)  1 ( 5.0)

여자형제 없음 12 (40.0) 10 (50.0)

.392 .6971명  8 (26.7)  9 (45.0)

2명  1 ( 3.3)  1 ( 5.0)

형제순 첫째 10 (33.3)  8 (40.0)

.954 .346둘째  9 (30.0)  9 (45.0)

셋째  1 ( 3.3)  3 (15.0)

학교생활 즐겁다  6 (28.6)  8 (38.1)

2.637 .451
흥미있다  4 (19.0)  7 (33.3)

생각없다  8 (38.1)  4 (19.0)

흥미없다  3 (14.3)  2 ( 9.5)

한달 용돈 4만원 이하 13 (76.5)  9 (42.2)

.032 .9755-10만원  3 (17.7) 10 (57.8)

11-20만원  1 ( 5.9)  0 ( 0.0)

학교성 상  0 ( 0.0)  1 ( 4.8)

2.976 .22614 (46.7)  9 (42.9)

하  7 (23.3) 11 (52.4)

선생님과의 

계

존경한다  6 (28.6)  5 (23.8)

.390 .823아니다  7 (33.3)  6 (28.6)

생각없다  8 (38.1) 10 (47.6)

흡연가족 없다  7 (23.3) 17 (89.5)
8.426 .004*

있다  9 (30.0)  2 (10.5)

                                                      무응답/비해당 제외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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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특 성 구 분
실험군(n=22) 조군(n=21) T 는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흡연 시작 

연령

10세 이하  2 (11.2)  2 ( 9.6)

.460 .6481113세  3 (16.7)  6 (28.5)

1416세 11 (61.1) 10 (47.6)

상습 흡연 

연령

12세13세  2 (11.2)  6 (28.6)

.587 .560 14세15세 13 (72.2) 12 (57.1)

 16세17세  3 (16.7)  3 (14.3)

흡연 시작 

이유

친구 향 10 (62.5)  7 (50.0)

2.742 .602

호기심  4 (25.0)  4 (28.6)

남자다운 행동  0 ( 0.0)  1 ( 7.1)

흡연의 유익성  1 ( 6.3)  0 ( 0.0)

기타  1 ( 6.3)  2 (14.3)

흡연 친구 

비율

70% 이하  4 (13.2)  3 (10.0)

.184 .8557190%  1 ( 3.3)  3 (10.0)

91100%  9 (64.3)  9 (80.0)

담배 구입

장소

뒷골목  1 ( 5.3)  0 ( 0.0)

4.274 .511

슈퍼 16 (84.2) 17 (81.0)

식당  1 ( 5.3)  1 ( 4.8)

친구  1 ( 5.3)  2 ( 9.5)

비디오 가게  1 ( 5.3)  1 ( 4.8)

연성공 

가능성

없음 13 (61.9)  7 (35.0)

2.970 .227보통  5 (23.8)  8 (40.0)

많음  3 (14.3)  5 (25.0)

                                             무응답/비해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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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특 성 구 분
실험군(n=22) 조군(n=21) T 는 

X²
 p

실수(백분률) 실수(백분률)

음주여부 마신다 19 (90.5) 19 (90.5)
.000 1.000안 마신다  2 ( 9.5)  2 ( 9.5)

한달 음주

횟수

없음  2 (11.1)  2 (10.0)

.709 .483

1-2회  8 (44.5) 10 (50.0)

3-4회  4 (22.3)  4 (20.0)

5-10회  3 (16.7)  4 (20.0)

11-15회  1 ( 5.6)  0 ( 0.0)

술 종류 소주 14 (77.8) 14 (93.3)

1.540 .215맥주  0 ( 0.0)  0 ( 0.0)

소주와 맥주  4 (22.2)  1 ( 6.7)

1회 주량 반병 이하  5 (25.0)  3 (14.3)

.030 .976
반병~한 병  6 (30.0)  8 (38.1)

한 병 이상~2병  8 (40.0)  8 (38.1)

2병 이상  1 ( 5.0)  2 ( 9.6)

父의 흡연,

음주 상태

흡연만  6 (28.6)  4 (19.0)

6.933 .074
음주만  5 (23.8)  1 ( 4.8)

둘다 안 함  4 (19.0)  2 ( 9.5)

둘다 함  6 (28.6) 14 (66.7)

母의 흡연,

음주 상태

흡연만  0 ( 0.0)  0 ( 0.0)

1.119 .571
음주만  6 (28.6)  6 (30.0)

둘다 안 함 15 (71.4) 13 (65.0)

둘다 함  0 ( 0.0)  1 ( 5.0) 

父母의 습

약물복용

한다  0 ( 0.0)  2 ( 9.5)

2.110 .147안 한다 21 (100.0) 19 (90.5)

父母의 약물

처방이행

한다 12 (66.7) 15 (83.3)
1.333 .248안 한다  6 (33.3)  3 (16.7)

                                                     무응답/비해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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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결과 변인들의 처치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변  인 집  단 평균±표 편차 t p

니코틴 의존도
실험군   3.76±1.81

-.293 .771
조군   3.90±1.30

소변 코티닌 량
실험군 215.41±394.27

2.067 .050*
조군  37.15±27.63

자기효능감
실험군  70.09±13.20

-.334 .740
조군  71.86±20.23

스트 스
실험군  58.65±17.33

.278 .783
조군  57.33±12.82

                                                      무응답/비해당 제외

<표 5-1> 결과 변인들의 처치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변  인 단계
실험군(n=22)

실수(백분률)

조군(n=21)
실수(백분률)

X
2

p

흡연행

변화단계

계획 단계    8(40.0) 10(47.6)

계획단계   10(50.0) 11(52.4) 2.25 .325

행동단계 2(10.0)  0( 0.0)
      

                                                         무응답 제외

  나. 가설검증

   (1) 집단 연 로그램이 흡연청소년의 흡연행 에 미치는 향

   흡연 청소년의 흡연행 를 측정하기 하여 자가보고 형식의 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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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측정과 흡연량을 생리 으로 측정하는 소변 내 코티닌량 검사를 

시행하 다. 사  검사를 토 로 해서 사후 검사에 따른 각 집단에서 시

별로 니코틴 의존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 간에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처치 후 흡연량을 생리 으로 측정한 소변 내 코티닌 함량측정 검

사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p<0.05이하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으나, p<0.1수 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 으로 사

검사와 사후검사I(t=1.815, p=.085), 사 검사와 사후검사 III(t=1.782, 

p= .09)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의 경우는 측정시 간

에 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간에는 사 검사와 사후검사 III의 시 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3.9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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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처치 후 니코틴 의존도 

 집 단
 사

평균±표 편차 

사후 I

평균±표 편차

 사후 II

평균±표 편차 

 사후 III

평균±표 편차
F p

 실험군

 (n=22)
  3.76±1.81 4.00±2.16 3.29±1.16 3.37±1.64 .899 .360

 조군

 (n=21)
 3.90±1.30 3.81±1.21 3.68±1.86 3.81±1.72 .682 .567

 실험군

    

 조군

 t    -.293 .354     -.745    -.553

 p .771 .725  .461 .584

                                                       무응답/비해당 제외

<표 7> 처치 후 소변 코티닌량

 집 단
 사

평균±표 편차 

사후 I

평균±표 편차

 사후 III

평균±표 편차 
F p

 실험군

 (n=22)
215.41±394.27

 

84.15±139.45 69.42±75.83 3.02 .06
†

 조군

 (n=21)
37.15±27.63 50.16±39.87 79.60±61.06 6.32 .004

*

                                                   무응답/비해당 제외    

                                                     * p<.05

                                                                       † p<.1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의 경우는 사 검사에서 실험군과 조군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치 시  사이 차이의 평균값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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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비교하 다. 사 조사와 사후조사 I간에 차이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코티닌 함량의 감소량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더 큰 것으

로 나타났고, 사 조사와 사후조사 III간의 차이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후조사 I과 사후조

사 III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군의 경우 사

 조사에 비하면 사후조사 I과 사후조사 III 시 에서 소변 내 코티닌량

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8).   

<표 8> 처치 후 소변 코티닌량 차이의 집단 간 비교

       집 단

 차 이 
실험군(n=22) 조군(n=21) t p

 사 -사후 I 

평균±표 편차 
129.19±326.14  -13.01±46.99 1.98   .061

†

사 -사후 III
  평균±표 편차

144.22±370.94  -44.62±51.17 2.26  .031
*

사후I- 사후 III

평균±표 편차 
 14.73±132.92  -26.93±71.86 1.25 .220

                                                    무응답/비해당 제외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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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연 로그램이 흡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사  검사를 기 로 하여 각 사후 검사 시기별 자기 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각 집단에 있어서 시 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며, 각 시 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처치 후 자기효능감 정도

 집 단
 사

평균±표 편차 

사후 I

평균±표 편차

 사후 II

평균±표 편차 

 사후 III

평균±표 편차
F p

 실험군

 (n=22)
 70.10±13.20 66.05±12.14 67.90±13.06 66.57±11.43 .523 .668

 조군

 (n=21)
 71.86±20.23 61.86±19.10 68.53±15.61 69.48±16.84 1.243 .303

 실험군

    

 조군

 t      -.334 .862      -.136      -.699

 p   .740 .394   .892    .489

                                                              무응답 제외

(3) 집단 연 로그램이 흡연 청소년의 흡연행  변화단계에 미치는 

향

처치 후 흡연행  변화단계는 표 10과 같다. 집단 간의 분포의 차

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에 표본 수가 하지 않아 그래 로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의 경우 행동단계와 유

지단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조군의 경우에는 그 반 의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실험군과 조군에서 모두 사

후 조사 I의 시 에서는 사 검사에 비하여 5명이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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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사후 조사 II의 시 에서는 2명이 단계로 후퇴한 반면, 조군

의 경우는 2명이 다음단계로 이동하 다. 사후 조사 III의 시 에서는 실

험군의 경우 6명이 다음단계로 이동하 고, 조군의 경우 2명이 단계

로 후퇴하 다. 연행 가 본격 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행동단

계와 유지단계를 비교하는 경우 실험군의 경우는 사 조사에서 2명, 사

후조사 I, II에서 7명, 사후조사 III에서 13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조군의 경우는 사 조사에서 0명, 사후조사 I에서 5명, 사후조사 II

에서 6명, 사후조사 III에서는 4명으로 실험군의 1/3에 해당되는 숫자로 

나타났다.       

<표 10> 처치 후 흡연행  변화단계

                                              실험군 n=22,  조군 n=21

 사

실수(백분률) 

사후 I
실수(백분률)

 사후 II 
실수(백분률)

 사후 III
실수(백분률)

실험군 조군 실험군 조군 실험군 조군 실험군 조군

계획 단계  8(40.0) 10(47.6)  5(22.7) 9(42.9) 7(35.0) 5(26.3) 2( 9.5)  7(33.3)

계획단계 10(50.0) 11(52.4) 10(45.5) 7(33.3) 6(30.0) 8(42.1) 6(28.6) 10(47.6)

행동단계   2(10.0)  6(27.3) 3(14.3) 6(30.0) 2(10.5) 8(38.1)  4(19.0)

유지단계  1( 4.5) 2( 9.5) 1( 5.0) 4(21.1) 5(23.8)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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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군의 변화단계 변화추이

실험군 변화단계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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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군의 변화단계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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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 연 로그램이 흡연청소년의 스트 스에 미치는 향

사  검사와 세 번의 각 사후 검사에서 시 별로 각 집단의 스트 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처치 후 스트 스 정도

 집 단  사
평균±표 편차 

사후 I
평균±표 편차

 사후 II
평균±표 편차 

 사후 III
평균±표 편차

F p

 실험군

 (n=22)
 58.65±17.33 60.23±13.54 59.55±13.66 62.90±15.30  .404 .751

 조군

 (n=21)
 57.33±12.82 61.14±15.20 56.21±13.65 54.86±15.13 1.228 .309

 실험군

    - 

 조군

 t .278     -.209 .763     1.775

 p .783 .836 .450  .084

                                                     무응답 제외

다. 추가분석

추가분석으로 주요 결과변인들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결과 으

로 실험군의 경우 사후 III의 시 에서 자기효능감과 소변 내 코티닌 량

과는 유의한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

감 측정도구는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므로, 실험군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이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군의 경우 사 과 사후 I의 시 에서는 자

기효능감과 코티닌이 상 계가 없는데 반하여 사후 III의 시 에서는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조군의 경우 자기효능

감과 소변 내 코티닌 함량과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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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와 소변 내 코티닌 함량과의 상 계 분석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각 시 별로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군

의 경우 사후 III의 시 에서 유의하게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3).  

<표 12> 자기효능감과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의 상 계 

 

 집 단
 사 사후 I  사후 III

r p r p r p

 실험군

 (n=22)
.420 .058 .351 .109 .468  .032*

 조군

 (n=21)
.094 .686 .034 .889 .006 .979

                                                무응답/비해당 제외

                                                  * p<.05

<표 13> 스트 스와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의 상 계

 

 

 집 단
 사 사후 I  사후 III

r p r p r p

 실험군

 (n=22)
.295 .207 .388 .091 .341 .130

 조군

 (n=21)
.217 .346 .326 .173 .537  .015*

                                      무응답/비해당 제외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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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목표 달성도  외기여도 

본 연구에서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흡연 청소년을 상으로 하

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일 된다(김도훈 등, 1997; 남정자, 최정수, 

1995; 서일 등, 1998; 신성례, 1997).    

흡연 청소년의 흡연행 에 한 집단 연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기 하여 니코틴 의존도와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시 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으

며,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의 측정결과에서는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F=3.02, p=.06 

), 조군의 경우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F=6.32, p=.004). 소

변 코티닌 함량의 경우 사 검사에서 실험군과 조군이 유의하게 차이

가 났기 때문에(t=2.067, p=.05), 조사시 간의 변화량으로 비교하 으며, 

그 결과 실험군의 경우 조군에 비해 변화량이 큰 경향을 보이거나 유

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심하

고(Rojas, 1998),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단 증상이 더 심하며(Stanton 

등, 1996), 한 연의지가 흡연행  변화에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

된 바(오 수, 김 란, 1997), 사  검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으나 실험군의 경우 조군에 비해 연가능성에 해 약 2배 정도의 학

생이 ‘ 연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흡연행  변화 가능성에 지장을 주는 조건들이 더 많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나타난 것은 

집단 연 로그램 실시와 지속 인 추후 리의 효과라고 사료된다. 통

계 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특히 집단 연 로그램참여율이 높고, 집

단의 리더와 정 인 계형성을 보인 청소년들인 경우는 소변 내 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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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함량이 극 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 연 로

그램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하여 차후에는 니코틴 단증상을 완

화시킬 수 있는 행동 인 방법이나 연 패치, 연 껌 등을 병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 연 로그램이 흡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연 로그램을 실시한 김수진(1999)의 연구결과와 자기조  효능감 증진 

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측정한 신성례(1997)의 연구결과, 흡연행

의 변화단계와 자기효능감의 계에 한 Matheny & Weatherman 

(1998)의 연구결과와는 일 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실험군에

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소변 내 코티닌 함량과 흡연

행  변화단계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

이나 연이 청소년 개인의 완 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학교나 교사와 같

은 제한 인 요소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연에 한 자기효능감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외부의 통제로 인해 연

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집단 연 로그램이 흡연 청소년의 흡연행  변화단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실험군의 경우 행동단계와 유지

단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조군의 경우는 유지단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험군과 조군 모두 사후조사 II의 시 까지는 유

사한 경향을 보인 반면 사후 조사 III의 시 에서는 행동이나 유지단계인 

학생 수가 실험군의 경우 13명, 조군의 경우는 4명에 불과하 다. 물론 

흡연행  변화단계는 자가보고 척도를 사용하 기 때문에 응답에 한 

신뢰도가 낮지만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의 변화경향을 고려할 때 실험군의 

경우 연의 의지가 조군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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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III의 조사시 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차이가 이한 것은 집단 연 

로그램의 장기 인 효과라고 사료된다. 

집단 연 로그램이 흡연 청소년의 스트 스 정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군의 경우 흡연행

 변화단계는 행동이나 유지단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

나, 스트 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군 간부를 

상으로 한 김 정(2000)의 연구에서 흡연행 와 스트 스가 련성이 

높다는 결과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김수진(1999)의 연 로그램 효

과측정 연구에서 스트 스가 감소한 결과와는 일 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수진(1999)의 연구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실험군의 경우 시 간에 

소변 내 코티닌양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스트 스는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는 이다. 이는 집단 연 로그램 자체가 청소년의 스트 스 

감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스트 스 감소가 직 으로 연행

로 연결된다는 설명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스트

스가 흡연행 와 련된다는 많은 보고(김수진, 1999; 신성례, 1997; 오

수, 김 란, 1997; 최지호 등, 1995)가 있는 반면, 청소년들의 경우 오

히려 반 인 생활에서 래집단의 향이 지 하고, 흡연행 의 가장 

큰 측인자가 동료의 흡연이며(손정남, 1999), 약물에의 입문  지속  

사용에 있어 래집단의 향이 크다는 결과 한 계속 으로 보고되고 

있다(백남 , 1986; 신성례, 1995; 진희숙, 1994). 더욱이 남학생의 흡연행

에 심리  요인이 덜 여한다는 보고(Rojas 등, 1998)와 고등학생에서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에 비하여 심리․사회 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

는 보고(이은 , 1992) 등을 고려할 때 스트 스와 청소년의 흡연행 를 

직 으로 연결 지어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연과 련된 변인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추후분석으로 소변 내 코티닌 함량과 자기효능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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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 정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 는데, 사 조사나 사후조사 I의 시

에서는 두 집단 모두 소변 내 코티닌 함량과 자기효능감  스트 스 

정도와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

후 조사 III의 시 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이 낮고, 조군의 경우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후조사 III의 시 에서 실험군의 경우는 스트 스와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이 련이 없고, 조군의 경우는 스트 스와 소변 내 코티

닌 함량이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의

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집단 모두 사후조사 III의 시 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사시 의 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

도 불구하고 두 집단에서 반응이 다른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즉 이 시

기가 2학년이 시작되어 간고사를 앞둔 시기이며, 이러한 스트 스가 

많은 시 에서 조군의 경우는 스트 스와 련되어 흡연량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 으나, 실험군의 경우는 스트 스의 증가와 흡연량의 증가가 

상 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트 스와 소변 내 코티닌양

의 상 계 조사에서 조군의 흡연량 증가에는 스트 스가 련되나 

실험군의 경우 스트 스의 증가에 따른 흡연량의 증가는 조군에 비해 

련성이 다는 이다. 

한 추후분석에서 실험군의 경우 사후 조사 III 시 에서 자기효능감

이 높은 경우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

서 언 한 바와 같이 흡연과 같은 행동변화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련된

다는(김수진, 1999; 김 정, 2000; 신성례, 1997; Matheny & Weatherman, 

1998)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서 실험군 체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던 결과와는 달리 소변 내 코티닌 함량과 자기효능

감이 상 계가 있다는 본 결과로 볼 때, 집단 연 로그램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체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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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 으로 참여하거나 흥미를 보 던 집단원인 경우, 는 집단리더

에 해 정 인 반응을 보 던 집단원들의 경우 소변 내 코티닌 함량

이 극 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집단의 역동이 정 으로 작용하는 경

우 청소년의 흡연행  변화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한 추가분석에서 조군의 경우 흡연의 증가와 스트 스 증가가 련되

고, 실험군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흡연량의 감소가 련되는 결과가 나타

난 것은 청소년 흡연  연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하므로 추후에는 흡연과 연에 련된 요인들을 세심하게 연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볼 때 추후에 이루어질 청소년 상의 연 

로그램은 성인과 달리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한 심이 높을수록 연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

진다는 연구결과(원 일 등, 1992)와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재 자신들의 활동 이고 건강한 모습 

때문에 흡연의 폐해가 직 으로 자신들의 건강에 치명 인 향을 미

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청소년들 부분이 학

교생활이나 교우 계와 련되어 흡연행 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성인과는 다른 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 로그램은 성인의 경우에는 물론(원 일 등, 1992), 청소년 

상으로 연 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 그 효과는 성인의 경우보다 상

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노정리, 1996; 문선 , 1995)  실정에

서는 다양한 근 방법을 시도하는 연 로그램의 양 인 증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들의 제한 을 고려할 때, 향후 

청소년의 흡연  연과 련된 연구의 방향은 우선 청소년의 흡연  

연행 에 있어 측변인을 확인하는 연구와 흡연행  변화단계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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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 에서 어떤 과정들이 청소년들의 행 변화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고찰이 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 

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연이냐 아니냐하는 즉각 인 효과를 기 하

기보다는 장기 으로 청소년들의 자조 인 변화과정을 진하는 재방

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한 로그램에는 같이 흡연하는 친한 

래 친구와 부모를 반드시 포함시켜 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사회  지지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흡연을 자극하는 요인을 리하여야 할 것

이다. 한 학교를 심으로 교사의 연을 유도할 수 있는 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  연 련 연구가 양

으로 부족한  실정에서는 다양한 근방법을 시도하여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의 양  증가가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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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본 연구의 경우 연구기간 제한으로 로그램 제공 후 6개월까지의 

효과를 측정하 다. 그러나 연행 는 역동 인 변화의 과정으로 간주

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흡연행 를 시작하는 시기인 학

생을 상으로 연 로그램을 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추

후 리를 할 수 있는 연  흡연 방 로그램이 요구된다. 

2)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변화단계에 맞는 로그램을 시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연에 한 동기부여의 정도에 따른 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3) 지속 으로 학생들의 흡연행  상태나 연의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일선교사의 극 인 도움이 필요하다. 

4) 본 연구를 시행하면서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고 연 캠

나 연 동아리와 같이 자조 으로 연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학교

내의 분 기를 조성하고, 학교 내에서도 ‘ 연상’과 같은 포상제도를 마

련하여 정기 으로 수여함으로써 지 까지 흡연행 에 해 처벌 인 조

치만을 취했던 분 기에서 정 인 보상을 주고 자아존 감을 높이며, 

연한 친구들을 보면서 연에 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 련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데 있어 실 인 어려움들이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  연행 에 있어 측인자를 조사하는 추후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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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들의 연 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를 한 연 

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흡연 여부와 상 없이 흡연청소년

에게 가장 지지 이고 친한 동료를 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경우 효과

가 증 될 것으로 기 된다. 

7) 본 연구의 경우 집단 연 로그램은 주로 집단원간 상호작용을 

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 패치나 연 껌, 

흡연 충동시 처할 수 있는 신체  활동 등을 병행한 경우의 효과를 비

교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8) 본 연구에서 시행된 연 로그램의 경우 5060분 정도의 시간

으로 9주 로그램을 시행하 으나, 소개나 정리시간을 제외하는 경우 

사실상 주요 로그램은 7회로 종결되는 것이었다. 종결에 가까울수록 

집단리더들과의 계가 더욱 친 해지고, 추후 리가 거듭될수록 청소

년들의 반응은  정 으로 변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는 좀 더 장기 인 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

하거나 이미 학교에서 청소년들과 정 인 계를 맺고 있는 집단리더

를 통한 로그램 진행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

한다.   

9)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들의 집단 연 로그램이 장기 인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검증되는 바 연 로그램이 학교보건교육

에 서 의무 으로 실시되도록 지지하는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10) 본 연 로그램을 토 로 여자와 남자 , 고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 로그램의 로토콜을 개발하여 국의 , 고등학교 양

호교사들이 청소년 연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들의 로그램 참여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

견하고,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  문제를 방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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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소년 연과 더불어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 , 정신 , 

사회  문제를 방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국가  비용의 감을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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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 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인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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