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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어지는 이행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되어지는 건강 행 는 한 개인의 일생동안 유지되어

져서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친다. 흡연은 청소년들에

게 요한 건강 해 행 로 두되고 있다. 청소년 흡

연율은 미국이 28.2%, 일본이 26.2%인데 반해 우리나

라의 경우 41.6%로써 세계 1 로 보고되고 있어서

(Shon, 2001) 국민 건강에 심각한 험요인이 되고 있

다. 우리나라 ,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약물 남용

실태조사에서(Kim & Kim., 1996) 한 달에 6일 이상

의 기간동안 습 으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73.2%로 보고되고 있다. 한 학생을 상으로 실시

한 약물 남용 실태조사에서(Kim, Kim, Komg, Kim

& Seo., 1999) 27%의 학생들이 이미 흡연을 경험

하고 있어서 흡연 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었다. 더

욱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은 꾸 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

며, 흡연과 련된 사회 문제가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Nam & Choi, 1995; Seo et al.,

1998). 따라서 청소년 흡연을 방함과 더불어 이미 흡

연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연하도록 하는 교육은 청소년

건강 증진과 국가 차원에서의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흡연과 련된 연구로는 흡연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흡연을

방하거나 재하고자 하는 로그램의 개발과 용은 미

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 교육 로그램은 주로 담배

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지식 달 주로 이루어

져왔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회 심리 변인을 고

려하여 흡연에 항하도록 하는 사회 기술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연 로그램이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두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과 련된 요인은 스

트 스, 불안, 욕구좌 , 소외감, 낮은 자기 효능감과 자

아 존 감등을 들 수 있으므로(Crump, Little-

Blanton, & Anthony., 1997) 연 로그램을 구성

할 때에는 이러한 변인들을 재할 수 있는 포 인

로그램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 로그램은 한, 두

가지의 연 방법에 기 한 단기 로그램들이므로 그

효과를 입증할만한 연 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Kim, 1999). 이에 Kim 등(1999)은 청소년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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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들을 고려하여 포

인 청소년 약물 남용 방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

교 청소년들을 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여러 약물

에서도 특히 흡연은 시 한 청소년 건강 해 요소로

두되어 소집단 연 교육 로그램을 9회에 걸쳐 실시한

연구에서 소집단 교육아 학생들의 흡연량에는 직 인

변화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때(Kim,

Seo, Nam, & Park, 2001) 연 교육의 효과를 평가

하기 해서는 로그램 보완과 좀 더 객 인 측정법

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재 서울특별시 학교 보건원에서 보건 교육을 시행하

도록 권장하는 시간은 주당 6시간이지만 이는 권장 사항

에 불과할 뿐 입시 주의 수업 진행으로 인하여 흡연과

같은 건강 교육은 정규 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한 부분의 보건 교육이 일회성으로 이루어

져 단편 인 지식 달에 치우치고 있으며 지속 인 교

육은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평생 건강에 기 가 되는 시기에 건강의 요성을 간과

한 채 건강 해 행 를 하고 있다.

연을 성공 으로 지속시키기 해서는 여러 번 반복

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달하는 것과 장기간의

추 찰이 요하고 계속 인 지지와 격려가 매우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1992; Botvin et

al., 1990). 따라서 연 로그램의 실시와 평가는 일

회 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반복 인 실시와 효과 측정

연구가 시 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그 유해성과

독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한 재가 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

되어지는 연 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고 학교에서는

흡연 청소년들에 한 건설 인 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흡연 청소년들에 해서 훈계나 근신, 정학 등

처벌 조치만을 취해서 흡연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으로

가도록 만드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들은 부분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

에서는 학교를 심으로 한 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 가장 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주의 교육 풍

토 속에서 학교 보건 교육은 제 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는

통합 이고 포 인 연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흡

연 청소년들에게 용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한 후 학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들로 하여 정규 으로

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하여 설계되었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는 통합 이

고 포 인 연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흡연 청소

년들에게 용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하고 궁극 으로는

학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들을 활용한 연

로그램을 학교에 정착화하기 함이다.

3. 연구의 가설

가설 1.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흡연 청

소년군과 니코틴 의존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흡연 청

소년군과 소변 코티닌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집단 연 로그렘에 참여하지 않은 흡연 청

소년군과 자기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흡연 청

소년군과 스트 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흡연 청소년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부터 성숙이 이루어

지는 때까지를 말하며 일반 으로 여자의 경우는 12세에

서 21세까지, 남자의 경우는 13세에서 23세까지를 말한

다(Stuart & Laraia, 2001).

본 연구에서 흡연 청소년은 재 흡연을 하고있는 서

울시 소재 일개 고등학교에 재학 인 1학년 남학생을 의

미한다

2)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은 담뱃잎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로서 신경 계

통의 조직을 자극하여 마비시키는 물질이다(No, 1990).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일상 흡연 정도를

Fagerstrom(1978)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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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 소변 코티닌

코티닌은 니코틴의 주 사산물이다(No, 1990). 본

연구에서 소변 코티닌 수 은 각 상자들의 소변을

10-20ml 정도 채취하여 의과학 연구소에서 분석한 코티

닌 수치를 의미한다.

4)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추천된 행 들을 수행하

기 한 개인의 능력에 한 지각이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은 연을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Velicer 등(1990)의 자기 효능

감 척도에 의해 측정된 수를 의미한다.

5) 스트 스

스트 스는 개인의 자원이 과되거나 무리한 외부 자

극에 의해 개인의 안녕이 험하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구체 인 계이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흡연 청소년들이 주 자극에

해 정서 , 행동 , 생리 으로 경험하는 문제로써

Lee(1995)의 스트 스 측정 도구에 의해서 측정된

수를 의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

로, 집단 연 로그램의 장기 인 효과를 악하기

해서 처치 , 처치 직후(사후 I), 처치 후 3개월(사후

II), 처치 후 6개월(사후 III)에 검사를 실시하 다.

2. 연구 상

연구 상 학교의 선정은 서울시 소재 인문계 남자 고

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조를 구

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학교장의 승낙 하에 선정된 남자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 다.

학교측의 의뢰에 따라 연구 상자는 흡연행 를 하다

가 교사에게 발된 1학년 학생의 경우로만 제한되었다.

이에 1학년 각 반의 담임교사가 의뢰한 흡연학생 실

험군에 30명, 조군에 21명을 무작 로 배정하 다.

3. 연구도구

1)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를 조사하기 하여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Fagerstrom, 1978)로 측

정하 다. 본 도구는 1일 흡연량, 담배의 니코틴 함량정

도,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양상, 흡연을 즐기는 시간,

처음 담배 피우는 시간 ,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 신체

의 상태와 련되어 연하는 양상, 흡연욕구의 극복정

도를 포함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은 011

이며 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 정도가 심함을 의

미한다.

2) 소변 코티닌

상자들이 피우는 담배의 양을 생화학 으로 검사하

기 하여 니코틴의 사산물인 소변 내 코티닌 측정을

S시에 소재한 S 의과학 연구소에 의뢰하 다. 코티닌은

니코틴의 주요 사산물로 흡연자의 액이나 타액, 소

변 등을 통하여 검사가 가능하며, 이 가장 정확한 측

정방법은 소변 내 코티닌을 조사하는 방법이다(Shin,

1997).

3) 자기 효능감

본 도구는 특정상황에서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감인 자기효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Velicer

등(1990)이 개발한 Self- efficacy/Temptation 척도

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정신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의뢰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

의 내용은 흡연의 유혹을 유발하는 20가지의 상황에서

유혹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5 Likert 척도이며, 문

항에서 제시된 상황마다 1 ( 유혹되지 않는다)에서

5 (극도로 유혹된다)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85로 나타났다.

4) 스트 스

흡연 청소년들의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L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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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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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hronbach's alpha .87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방법

1) 연 로그램은 2000년 9월15일부터 10월 28

일까지 주 2회, 1회당 50분에서 60분 정도, 총 9회에

걸쳐 방과후 교실에서 실시되었다. 그룹은 3개의 소집단

으로 나 어 운 되었으며, 연구 책임자로부터 4시간에

걸쳐 훈련받은 3명의 연구 조원이 연구 진행자용 로토

콜에 따라 진행하 다. 로그램 실시를 하여 각 상

자들에게 로그램 진행에 한 workbook이 제공되었

으며 일일 흡연 기록지와 연에 한 자가 평가지가 제

공되었다.

2) 사 조사는 제 1회 연 로그램을 실시하는 날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게 동시에 실시하 다. 자료수집

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으며 상자들이 남학생

이므로 분석을 한 소변은 남자 연구 보조원의 일 일

감독 하에 수집하 다.

3) 첫 번째 사후 조사는 제 9회 연 로그램이 제

공된 직후에 수행되었으며 그 후 3개월과 6개월 후에 각

각 사후조사가 실시되었다. 사후조사 II에서는 소변 코티

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일반 특성과 결과 변인 사 수는 χ

2- 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동질성을 검증하 으며,

집단 내 처치 , 처치 직후(사후 I), 처치 후 3개월(사

후 II), 처치 후 6개월(사후 III)의 시 간 변화정도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 고,

두 시 간에 차이는 Bonferroni comparison을 이용하

여 p값을 보정 후 해석하 다. 각 시 별로 집단 간 차

이검증은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 다.

6.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남자 고등학교 1학

년생만을 상으로 임의 표출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모

든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 이 있다.

7. 실험 처치

(1) 연 로그램 개발 과정

본 연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성

하 다.

① 문헌고찰

연 로그램은 철 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흡연 청소

년들의 연에 미치는 주요 심리 변인 집단 유형,

집단 구성,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하 다. 한 선행 연구

의 제언을 토 로 하여 청소년을 한 연 로그램 구

성에 필요한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로그램 구성에 반

하 다.

② 이론 근방법

Lee(2001)가 제시한 연 교육의 5가지 근법인 의

학 근 방법과 행동 변화를 한 근 방법, 행동 변

화를 한 근 방법을 토 로 로그램을 구성하 다.

③ 문가 자문

본 로그램을 구성하기 해서 청소년을 상으로 약

물 로그램을 운 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연구 선정 학교 보건 교사 1인에게 로그램 구성시 필

요한 사항 유의 등에 한 자문을 구하 다.

④ 교수매체

상자들의 심리 변화와 연 행 증진에 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매체와 workbook을 제작하 다.

⑤내용 타당도 검증

1차 으로 개발된 교수매체는 정신 간호학 교수 2인

과 남자 고등학교에 재직 인 교사 10인에게 자문을 받

은 후 그들의 feedback을 토 로 로그램 내용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2) 연 로그램 구성

제1회 : 소개시간(반갑습니다)

로그램 진행자와 상자간의 친 감 형성과 로그

램 진행에 해 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하여 자신의

이름, 가족 상황, 취미, 특기, 별칭을 소개하고 집단원들

이 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동기와 로그램에서 얻고자

하는 기 에 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 다. 로그램 참

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집단원 모두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2회 : 나는 소 합니다

자신에 한 인식과 자기 가치감을 증진시키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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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 모습에 한 인식,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한 생각을 로 표 하고 공유하며, 자신의 장 에

하여 이야기하 다. 지 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공 으

로 해낸 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 다른 사

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의 모습, 나의 친구나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등에 해 을 쓰고 나 는 시간이었다.

한 이 회기에는 자신의 가치 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

는 ‘가치 경매’ 게임을 실시하 다.

제3회 : 흡연에 한 나의 일 기

연에 한 동기를 부여하고 흡연을 유발하는 인지

오류를 교정하기 하여 처음 흡연 시작 시기, 시작한

이유, 재 흡연하는 이유, 하루 흡연량, 흡연 동기, 정

도 상황, 흡연의 이 과 해로운 , 흡연하고 싶어지

는 상황, 그 상황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 흡연에 한

안 활동 등에 하여 자신의 흡연 경험을 공유하 다.

특히 흡연 충동 상황과 스트 스를 유발하는 사고를 확

인하고 이를 합리 사고로 교정하는 연습을 하 다. 즉

자신이 그런 사고를 하게 된 상황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

러한 사고에 한 비논리성과 비 실성에 하여 논박하

는 연습을 하 다.

제4회 : 계속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본 회기는 흡연 결과 발생되는 문제와 감정에 해 자

신의 인지 , 정서 측면에서 재평가하기 한 시간으

로서,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등에 걸려 기 삽 을 하

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람하고 람

후 소감을 나 었다.

제5회 : 흡연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흡연의 피해를 충격 으로 느끼도록 함으로써 연 결

정을 하도록 돕기 하여 붕어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 다. 비커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은 후 담배 잎을 5

개, 10개, 20개를 녹인 물에 붕어를 넣어 죽어 가는

모습을 찰하고 시간을 측정하 다. 실험 후에는 가장

충격 인 장면과 그때의 느낌, 실험 후 흡연에 한 나

의 생각의 변화에 해 기술하고 소감을 나 었다.

제6회 :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본 회기는 사회학습 근방법을 이용하여 행 변화

를 진하는 시간으로서 흡연 행 변화와, 자기 효능감

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에 연에 성공한

사례를 만나 흡연경험, 연성공 경험, 연행 에 있어

장애물, 단증상 리방법에 해 나 었으며, 흡연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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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 다. 한

로그램에 참여한 친한 친구를 증인으로 연서약서를 작

성하고, 연스티커를 배부하 다.

제7회 : 자신을 표 하세요

흡연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효율 으로 리하도록 하

기 하여 자기주장 , 수동 , 공격 의사소통 유형에

해 교육하고, 친구와 짝이 되어 친구의 요청에 해

거 하는 상황을 역할극을 통하여 시행하 다. 역할극을

끝낸 후는 자신에게 친구들이 말해 조언이나 자신의

잘한 , 부족했던 을 피드백하 다.

제8회 : 스트 스를 물리치세요

본 회기는 자신의 스트 스 상황에 한 처양상을

악함으로써 비효율 스트 스 리를 교정하고, 효율

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 스 리방법에 해

인식하도록 계획된 시간이다. 이에 자신의 스트 스 상

황과 처 방안 그 처방안의 효과정도, 안 활

동 등에 하여 말하고 공유하 다. 한 일반 으로 스

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 교육하고, 이

완요법 테이 를 이용하여 이완요법을 실시하 다.

제9회 : 새로운 내일

본 회기는 로그램을 정리하는 회기로서 상자들이

연에 한 의지를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친한 친구와

연동지 계를 맺음으로써 래와 상호 돕는 계를

형성하도록 격려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로그

램 종료 시 에서 흡연행 에 한 자신의 태도나 지식,

행 변화에 해 말하고, 담배와의 이별식을 하여 각

자 담배 한 씩을 불에 태워 없애는 시간을 갖었다.

한 로그램과 련하여 가장 인상에 남는 일, 로그램

동안 배운 , 아쉬운 , 로그램 구성에 한 조언 등

을 나 고, 로그램 이후에 연을 격려할 수 있는

연동지를 정하 다. 로그램에 끝까지 참석한 것에

해 수료증을 수여하고, 출석률이 가장 높은 집단원에게

는 도서상품권으로 보상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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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quivalency

Characteristics category
E(n=22) C(n=21)

t or X
2

p
Number(%) Number(%)

enjoyment of high 6 (28.6) 8 (38.1)

2.637 .451
school life fair 4 (19.0) 7 (33.3)

little 8 (38.1) 4 (19.0)

very low 3 (14.3) 2 (9.5)

Smoking in No 7 (23.3) 17(89.5)
8.426 .004*

family Yes 9 (30.0) 2 (10.5)

Smoking - under 10y/o 2 (11.2) 2 (9.6)

.460 .648initiating age 11-13y/o 3 (16.7) 6 (28.5)

14-16y/o 11(61.1) 10(47.6)

Reason for friends' pressure 10(62.5) 7 (50.0)

2.742 .602

smoking quriosity 4 (25.0) 4 (28.6)

masculinity 0 ( 0.0) 1 ( 7.1)

advantage 1 ( 6.3) 0 (0.0)

others 1 ( 6.3) 2 (14.3)

Smoking less than 70% 4 (13.2) 3 (10.0)

.184 .855friends 71-90% 1 ( 3.3) 3 (10.0)

91-100% 9 (64.3) 9 (80.0)

Possibility of no 13(61.9) 7 (35.0)

2.970 .227smoking cessation middle 5 (23.8) 8 (40.0)

high 3 (14.3) 5 (25.0)

Father's drug use smoking only 6 (28.6) 4 (19.0)

6.933 .074
drinking only 5 (23.8) 1 ( 4.8)

not use both 4 (19.0) 2 ( 9.5)

use both 6 (28.6) 14(66.7)

Mother's drug use smoking only 0 ( 0.0) 0 ( 0.0)

1.119 .571
drinking only 6 (28.6) 6 (30.0)

not use both 15(71.4) 13(65.0)

use both 0 ( 0.0) 1 ( 5.0)

*p<.05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특성

1) 실험군과 조군의 인구학 특성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하여 동질성 검증

을 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통계 유의성은 없으나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로 즐기는가에 해서 아주 즐긴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실험군에서는 6명(28.6%)이었고 조군은 8명

(38.1%)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이 학교 생활을 더 즐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흡연자가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실험군이 “ ”라고 응답한 경우가 9명

(30.0%)으로 조군의 2명(10.5%) 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흡연 시작 연령은 두 군에서 14세에서 16세 사이

가 가장 많았으며 흡연하는 이유로는 ‘친구의 압력’이 가

장 높아서 실험군에서는 10명(62.5%), 조군에서는 7

명(50.0%)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들 몇 %가 흡연

하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91-100%의 친구가 흡연한다

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신의 연 가능성에

한 질문에서는 실험군에서는 ‘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61.9%)로 많았던 반면 조군에서는 7명

(35.0%)이 이에 응답하 다. 아버지의 흡연과 음주에

해서 질문한 결과 흡연과 음주 둘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실험군에서는 6명(28.6%)이었으며 조군에서는 14

명(66.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흡연과 음주 여부에

해서는 두 집단 모두 ‘둘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

답한 경우가 실험군 15명(71.4%), 조군 13명

(65.0%)으로 높았다.

2. 가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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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Nicotine Dependency

Group
pretest

M±S.D

posttest I

M±S.D

posttest II

M±S.D

posttest III

M±S.D.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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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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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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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771 .725 .461 .584

<Table 3> Urine Cotinine Level

Group
Pretest PosttestI PosttestIII

F p
M±SD M±SD M±SD

E(n=22) 215.41±394.27 84.15±139.45 69.42±75.83 3.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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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fference of Urine Cotinine Level among Tests

E(n=22) C(n=21) t p

pre-post I

M±SD
129.19±326.14 -13.01±46.99 1.98 .061

pre-PostIII

M±SD
144.22±370.94 -44.62±51.17 2.26 .031

PostI-PostIII

M±SD
14.73±132.92 -26.93±71.86 1.25 .220

<Table 5> Degree of Self-Efficacy at Each Test Point

Group
Pre Post I Post II Post III

F p
M±SD M±SD M±SD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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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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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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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740 .394 .892 .489

<Table 6> Degree of Stress at Each Test Point

Group
Pre Posttest I Posttest II Posttest III

F p
M±SD M±SD M±SD M±SD

E 58.65±17.33 60.23±13.54 59.55±13.66 62.90±15.30 .404 .751

C 57.33±12.82 61.14±15.20 56.21±13.65 54.86±15.13 1.228 .309

t .278 -.209 .763 1.775

p .783 .836 .450 .084

1) 집단 연 로그램 실시 후의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

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

기 하여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 검사에

서 실험군(,3.76±1.81)과 조군(3.90±1.30)의 니코

틴 의존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 검사에 따른

각 집단에서 시 별로 니코틴 의존도의 변화를 ANOVA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2>.

2) 집단 연 로그램 실시 후의 소변 코티닌의 차이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

에 비해 소변 코티닌 수 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를 검

증하기 하여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 검

사에서 실험군(70.10±13.20)과 조군(71.86±20.23)

의 자기 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처치 후 소변 내 코티닌 함량 측정 검사에서는 실험군

의 경우 p값이 .06으로 나타나 p<.05이하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p<0.1수 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 는데 구체 으로 사 검사와 사후

검사 I(t=1.815, p=.085), 사 검사와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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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t=1.782, p= .09)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군의 경우는 측정시 간에 p<.05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간

에는 사 검사와 사후검사 III의 시 에서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t=-3.90, p=.001) 본 가설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Table 4>.

3) 집단 연 로그램 실시 후 자기 효능감의 차이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

에 비해 자기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 검사에서

실험군(70.10±13.20)과 조군(71.86±20.23)의 자기

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 검사를 기 으

로 하여 각 사후 검사 시기별 자기 효능감에 차이가 있

는지를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각 집단에 있

어서 시 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실험군; F=.40,

p=.75, 조군; F=1.23, p=.31) 각 시 의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기각되

었다<Table 5>.

4) 집단 연 로그램 실시 후 스트 스 차이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

에 비해 스트 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

기 하여 실험군과 조군의 사 검사의 차이 여부를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는 없

었다(실험군; 58.65±17.33, 조군; 57.33±12.82).

사 검사와 세 번의 사후 검사에서 시 별로 각 집단의

스트 스 정도는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실험군 : F=.40, p=.75, 조

군; F=1.23, t=.31),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6>.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으로서 흡연 시

작 연령이 14세에서 16세 사이인 결과나 학교에 한

심이 낮은 면, 흡연 이유로서 친구의 압력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 가족원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흡연 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등은 흡연 청소년을 상

으로 하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일 된다(Kim et al.,

1997; Nam & Choi, 1995; Seo et al., 1998).

본 연구에서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

년은 조군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제 1가설이 기각된 은 국내 , 고등학생 420

명을 상으로 한 Shin 등(1998)의 연구에서는 상자

들의 평균 니코틴 의존도가 3.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사 조사에서 실험군의 경우 3.70, 조군 3.90

으로 높게 나타나 니코틴 의존도가 더욱 심각했던 상

군으로 구성되었던 과 연에 한 자발 동기 부여

가 되어있지 않은 상자들이었기 때문으로 연이 어려

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집단 연 로그램에 참

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에 비해 소변 코티닌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유의수 .05에서는

기각되었으나 .1에서 지지된 은 첫째, 본 연구의 상

자 수가 은 과 둘째, 상자들의 심리 변인이나

주 보고에서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학교와 교사의 강

제 방침 등에 의해서 객 흡연 정도는 감소할 수

있음으로 여겨진다. 한 흡연 청소년들의 흡연에 한

자가 보고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shin, 1997)

한 제 3가설인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에 비해 자기 효능감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 인

식 정도와 흡연 행 와의 계를 연구한 Condiotte &

Lichtenstein(Shin, 1997에 인용됨)은 주 1회씩 5주

에서 7주에 걸쳐 자기조 기술을 교육하는 오 곤 흡연

조 (Oregon Smoking Control) 로그램에서 자기

효능감 인식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

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Lee등

(2001)의 학교 3학년생 53명을 상으로 자기 효능

감 증진 연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상자들의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상자들의 자기 효능감에 차이

가 없었던 이유는 흡연 청소년들의 심리 변인들을 변

화시키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과

(Kim et al., 2001), 자기 효능감 증진을 한 시간이

상 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 4가설인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에 비해 스트 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에서는 스트 스가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나 청소년들의 흡연 동기는

호기심(56.8%)과 주 동료의 권유(21.7%)등으로 보

고 되어(Nam et al, 1995)나 래 집단의 향력

(Shon, 1999)으로 인해 흡연을 하는 으로 미루어

스트 스는 청소년의 흡연과 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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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 으로는 상자 수가 었던

을 들 수 있다. 이는 연구 선정 학교에서 이미 흡연하

다 발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본 로그

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연구 상자들을 선정하여

데서 온 실 제약 때문이었다. 따라서 더 많은

상자에게 연 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한 본 연구 로그램 실시 집단에 극 으로 참

여하거나 흥미를 보 던 집단원과 집단리더에 해 정

반응을 보 던 집단원의 경우 소변 내 코티닌 함량이

극 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집단의 역동이 정 으로

작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흡연행 변화도 정 으로 이

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 비디오 시청과 붕어 실

험을 통한 충격 요법 실시 후에 상자들이 가장 연의

필요성을 감하 던 들을 미루어 추후 연 로그램

운 시에는 소집단 활동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교육과 실

험을 이용하며, 자기 효능을 증진을 좀 더 강화하는

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재 자신들의

활동 이고 건강한 모습 때문에 흡연의 폐해가 직 으

로 자신들의 건강에 치명 인 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 다. 청소년 에서도 연에

한 의지는 남자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것은(Shon, 2001) 이들이 자신의 재 건강에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청소년 상으로 연 로그램을 실시한 경

우에 그 효과가 성인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No, 1996; Moon, 1994). 이러한 실

요인들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에게는 단기 연에 을

두는 방법보다는 그들의 심리 변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지속 인 교육 근 방법의 시도와 흡연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사회 분 기의 형성

성인과는 다른 로그램의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된다.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총체 인 청소년 연 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2회씩, 각 회기당 40-50분 정도의 총 9회기에 걸쳐

흡연 청소년들에게 실시함으로써 연의 효과를 규명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기간은 2000년 9월에서 10월까

지이며 연구 참여자는 실험군 22명, 조군 21명이었다.

이들을 상으로 로그램 제공 과 제공직후, 3개월,

6개월 후에 걸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상자들의 니코틴 의존도는 조사 시 간에 실험군

(F=.90, p=.36)과 조군(F=.68, p=.57)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시

에 따른 집단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에 비

해 니코틴 의존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2) 상자들의 소변 코티닌 함량은 실험군의 경우는 유

의수 0.1 수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고(F=3.02, p=.06) 조군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6.32, p=.004).

각 조사 시 간의 차이를 보면 사 조사와 사후조사

III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26,

p=.03). 따라서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에 비해 소변 코티닌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는 가설은 유의수 .1에서 지지되었다.

3) 자기 효능감 정도는 로그램 실시후에 실험군

(F=.52, p=.67)과 조군(F=1.24, p=.30)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 조사 시

에 따른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따라

서 집단 연 로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에 비해 자기 효능감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

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4) 스트 스 정도도 로그램 실시후에 실험군(F=.40,

p=.75)과 조군(F=1.23, p=.31)에 있어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 조사 시 에 따른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나 집단 연 로

그램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군은 조군에 비해 스트

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도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학교의 흡연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된 본 연 로그램은 상자들의 자기 효

능감과 스트 스 정도는 변화시키지 못했으나 흡연 행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객 지수인 소변내 코티닌 함

량이 유의하게 감소함으로써 흡연을 낮추는 효과 인

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서볼 때 청소년들의

연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자기 효능감과 스트 스

외에 다른 제 변인들이 종합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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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들을 상으로 연 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는 흡연 청소년들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

래 집단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2) 학교 청소년을 상으로 소집단을 운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과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를 포함하

여 공동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교 양

호 교사 등을 포함하여 연 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3) 본 연구의 경우 연구기간 제한으로 로그램 제공 후

6개월까지의 효과를 측정하 다. 그러나 연행 는

역동 인 변화의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는 최근의 경

향을 고려할 때, 흡연행 를 시작하는 시기인 학생

을 상으로 연 로그램을 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추후 리를 할 수 있는 연 흡연

방 로그램이 요구된다.

4)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 련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

기 때문에 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데 있어 실

인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 연행

에 있어 측인자를 조사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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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Korean Smoking Adolescents

Kim, So Ya Ja*․Seo, Mi A**

Nam, Kyoung Ah*** ․Lee, Hyun Hwa***

Park, Jung Hw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hool-based comprehensive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to test its effectiveness.

Method: The study design was quasi-

experimental with pre and three posttests. Total

43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22 in experimental group and 21 in

control group. To identify the long-tim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followed after 3 and 6 months. The program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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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up total 9 sessions, took 40-50 minutes

for one session and was provided twice a week.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nicotine dependency, urine cotinine level,

self-efficacy, and stress level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Results: Nicotine dependency, self-efficacy,

and stress level did not significantly changed

after the program. However, urine cotinine leve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program

and after six month.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ogram was not effective to change

self-efficacy and stress but smoking amount.

Further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influence on psychosocial factors such as

self-efficacy and stress.

Key words :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Self-efficacy, 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