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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1)
, 신

체적 변화와 함께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하고 성인으로서의 정당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과

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명사회에서는 청

소년의 흡연과 음주를 관습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

으며, 그 이유로 흡연과 음주가 가지는 잠재적인 신체손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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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습관적인 약물남용의 관문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들고 있

다
2,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가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율은 기성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들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며, 이러한 반성과

함께 청소년이 합리적인 신체관, 가치관, 사회관을 확립할 수 있

도록 사회 곳곳에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흡연의 경우

현재 수십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

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다소간의 점차적인 흡연율 감소

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흡연율은 미국의 경우에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4)
, 우리나라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시

행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나듯
5, 6)

흡연 및 음주 시작 연령이 더

어려지고 흡연/음주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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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Adol escence i s a peri od of growth and devel opment i n body st ructure and physi ol ogi c, psychol ogi c, an

funct i oni ng. Smoki ng and dri nki ng i n t hi s peri od are very harmful and may l ead t o ot her f orms of subst ance ab

surveyed t he act ual aspect s of smoki ng and dri nki ng among Korean adol escent s and anal yzed associ at ed f act ors.

Methods : A survey was perf ormed among adol escent s usi ng a quest i onnai re about smoki ng and dri nki ng. Data w

col l ect ed f romstudent s who vi si t ed pedi at ri c cl i ni cs f or rout i ne school exami nat i ons f romJul y t o November 20

Results : Atotal of 2, 546 adol escent s (smoki ng 1, 512; dri nki ng 1, 034) part i ci pat ed i n t he st udy. The overal l sm

dri nki ng rat es were 29. 2%and 48. 2%, respect i vel y, and t he mean age at t he f i rst i nst ance of smoki ng and dri nki ng w

and 14. 1 years, respect i vel y. Among dri nki ng adol escent s, 30. 1%were of f ered a dri nk by t hei r parent s, al t hough m

scent s were encouraged t o smoke or dri nk by t hei r f ri ends. Di ssat i sf act i on wi t h f ami l y and school l i f e, economi c

school perf ormance was associ at ed wi th a hi gher smoki ng and dri nki ng rat e (P<0. 001) . Broken f ami l i es were associ a

a hi gh rat e of smoki ng, but peer sat i sf act i on was not rel at ed t o smoki ng or dri nki ng. The f requency and amount of

and dri nki ng i n adol escent s were as hi gh as t hose i n adul t s. Soci al sanct i ons seemed i nsuf f i ci ent t o keep adol es

smoki ng and dri nki ng.

Conclusion : Adol escent smoki ng and dri nki ng are hi ghl y i nf l uenced by f ami l y and school envi ronment s, so more

soci al sanct i ons are requi red, i ncl udi ng parent al i nvol vement and l egi sl at i on prevent i ng adol escent s f romsmoki n

i ng. (Korean J Pedi at r 2009; 52: 4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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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를 줄이기 위해 어

떠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지 논의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학교건강검진을 위해 소

아청소년과를 방문한 서울 강서, 양천 지역 중·고등학생 2,546

명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형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전체 답변자 중 흡연 관련 답변자는 1512명(남자 1,114명, 여

자 398명)이었으며, 음주 관련 답변자는 1034명(남자 747명, 여

자 287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각각 15.0세(12-18세), 14.7세(12-

18세) 다(Table 1).

2. 설문조사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하 으며, 나이, 성별을 기본 인적 사항

으로 하고,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가정생활에

의 만족도, 교우관계에의 만족도, 학교생활에의 만족도, 흡연(음

주) 유무 및 처음 경험한 시기, 흡연(음주) 빈도 및 흡연량(음주

량), 처음 흡연(음주)을 권한 사람, 습관적으로 흡연(음주)을 하게

된 시기, 담배(술)의 구입 장소, 담배(술) 구입시 신분 확인 요청이

나 사회적 제제여부, 흡연(음주) 장소, 주변의 가족을 포함한 흡연

자, 흡연(음주)에 대한 생각, 흡연(음주) 욕구 유발 요인, 그리고

향후 금연(금주)계획 여부와 최근 1년간 학교나 가정에서 금연(금

주) 교육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 다.

3. 통계분석

흡연과 음주 각각의 설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 고, 흡

연·음주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test 및

chi-square test for trend를 시행하 으며, 의미 있게 나온 변수

에 대하여서는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

다. 통계분석은 SPSS 12.0 for window를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 다.

결 과

1. 흡연/음주 경험률 및 최초 시작 연령

흡연관련 응답자 1,512명 중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442명

으로 29.2% 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2.9%, 여학생이 18.8%

다. 음주관련 응답자 1,034명 중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498

명으로 48.2% 으며(제사, 차례 등으로 몇 모금 마신 것 제외), 성

별로는 남학생 52.1%, 여학생이 38.0% 다. 이 들의 최초 흡연/음

주 시작 연령은 각각 평균 13.8세와 14.1세 다(Table 2).

2. 흡연/음주 빈도

최근 한 달간 1일 이상 흡연하거나 음주한 사람의 비율을 현재

흡연율 및 현재 음주율로 정의할 때 현재 흡연율 및 현재 음주율은

각각 14.8%, 17.7% 다. 세부적으로 흡연은 절반 이상인 116명

(51.8%)이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일 이상 흡연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156명(69.6%)에 달했으며, 음주는 절반 이상인

102명(55.8%)이 한 달에 3일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달에 10일 이

상 즉, 사흘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도 46명(25.1%)에 달했

다(Table 3).

3.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에의 향 요인들

흡연율과 음주율은 공통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의미 있게 증가 하 다. 또한 가

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학교성적이 나쁠수록,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았다. 그러나 흡연율의

경우 결손가정 여부에 따라 흡연율에 차이를 보 으나 음주율의

경우 결손가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교우관계 만족도

Table 2. Smoking/Drinking Rates and Mean Starting Ages

Smoking

(n=1,512)

Drinking

(n=1,034)

Experience rate

Male

Female

Mean starting age (yr)

442 (29.2%)

367/1,114 (32.9%)

75/398 (18.8%)

13.8

498 (48.2%)

389/747 (52.1%)

109/287 (38.0%)

14.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s

Questionnaire group

Smoking Drinking

Total number (n)

Sex

Male

Female

Mean age (yr:range)

1,512

1,114 (73.7%)

398 (26.3%)

15.0 (12-18)

1,034

747 (72.2%)

287 (27.8%)

14.7 (12-18)

Table 3. Frequency of Smoking and Drinking

Frequency (days/month) current exposure

(rate)1-2 3-5 6-9 10-19 20-29 Everyday

Smoking (n=1,512)

Drinking (n=1,034)

38

81

17

30

13

26

16

25

24

13

116

8

224 (14.8)

18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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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또한 흡연율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흡연 여부에 따라 크게 좌

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변에 흡연자가 없을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은 14.9%에 불과했지만, 아버지가 흡연할 경우 32.7%, 어

머니가 흡연할 경우 60.7%, 친구가 흡연할 경우 52.6%, 형제나

자매가 흡연할 경우 62.4%로 모두 의미 있게 흡연율이 높게 나

타났다(Table 5).

4. 흡연 및 음주의 최초 권유자

처음 담배를 권한 사람은 친구가 83.0%로 가장 많았으며, 선

후배가 10.8%, 친척이 2.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담배를 권한 부

모는 없었다. 술을 처음 권한 사람은 친구가 역시 46.3%로 가장

많았으나, 부모가 처음 술을 권한 경우도 30.1%, 친척의 권유도

11.6%로 그 뒤를 이어 가정에서부터 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5. 담배 및 주류의 주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장소

담배의 구입경로는 현행법상 청소년에게는 담배 판매가 금지

되어있음에도 응답자의 48.2% (136명)가 편의점, 담배가게 등에

서 직접 사서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형 등으로부터

얻어서 피우거나(36.9%, 104명), 집이나 친구 집에 있는 담배를

피우는 경우(9.6%, 27명), 기타(3.2%, 9명), 18세 이상 성인으로

부터 얻어서 피우는 경우가(2.1%, 6명) 그 뒤를 이었다. 술의 구

입경로는 응답자의 38.6%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마

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주방, 호프집 등 술집에서 주문해서

마시는 경우도 19.4%나 되었고 부모님과 동석한 자리에서 마시

는 경우도 18.5%나 되었으며 집이나 친구 집에 있는 술을 마시

는 경우가 17.1%,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5.6% 순이었다

(Table 7).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Rates of Smoking and
Drinking

Smoking rate Drinking rate

% P-value % P-value

Sex

M

F

Age (year)

<15

≥15

Family relationship

Normal

Broken

School record

Top

Middle

Bottom

School satisfaction

High

Low

Economic status

Good

Fair

Poor

Family satisfaction

High

Low

Peer satisfaction

High

Low

32.7

18.8

2.9

26.1

24.9

55.3

23.8

24.2

46.0

24.5

42.8

21.3

27.4

54.1

26.0

49.0

28.2

41.5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167

52.1

38.0

10.9

37.2

45.5

65.6

42.0

46.7

56.4

44.3

61.1

30.8

49.1

63.1

46.2

70.8

47.9

51.3

<0.001

<0.001

0.650

0.002

<0.001

<0.001

<0.001

0.455

Table 6. Percentage of Persons Offering Cigarettes or Alcohol
to Adolescents (%)

Parent
Brothers &

Sisters
Relatives Friends

Senior &
Junior

Etc

Smoking

Drinking

0.0

30.1

0.7

1.8

2.0

11.6

83.0

46.0

10.8

3.6

3.6

6.9

Table 5. Smokers Affecting Adolescents and Adolescent
Smoking

Smokers around

adolescents

Adolescents　

Smokers (n) Smoking rate (%) Total (n)

Father

Mother

Friends

Brother/sister

None

226

34

179

58

81

32.7
*

60.7
*

52.6
*

62.4
*

14.9

694

56

340

93

543

*P-value<0.001, compared with None

Table 7. Percentage of Places to Buy and Smoke/Drink

Smoking (%) Drinking (%)

Where to buy

Home, friends's home

Convenience store, shop

Pub, nightclub etc.

Restaurant

With parent

Friends, older brother

Other adults

Etc.

Where to smoke/drink

Home, friends's home

School

Playground, park

Pub, nightclub etc.

Internet PC café etc.

Etc.

(n=282)

9.6

48.2

NA
*

NA
*

0

36.9

2.1

3.2

(n=405)

11.1

5.2

44.2

23.0

8.6

7.9

(n=216)

17.1

38.9

19.4

5.6

18.5

NA
*

NA
*

NA
*

(n=286)

40.4

5.2

19.6

18.5

NA
*

12.2

Abbreviation : NA, not available

- 424 -



A study of adolescent smoking and drink ing in K orea

청소년들의 주요 흡연장소는 놀이터, 공터, 야산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술집, 나이트클럽 등이 23.0%, 집이나 친구 집이

11.1%, PC방, 비디오방 등이 8.9%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장

소로는 집이나 친구 집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놀이터, 공터,

야산 등이 19.6%, 술집, 나이트 클럽 등에서가 18.5%로 그 뒤를

이었다(Table 7).

6. 흡연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 제제와 그 향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분확인 요청을 받았는가 하는 질

문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경우가 응답자의 40.6%(89명)

로 가장 많았으나 27.9%(61명)는 신분증 제시 등의 어떤 제제도

받지 않았고, 31.5%는 나이를 물어보는 정도에 그쳤다. 술의 경

우 구입시 어려웠다는 응답은 21.4%(41/192명)에 불과했으며 구

입하는 과정에서 신분확인 요청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신분

확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경우는 각각 29%로 절반

이상 신분 확인 요구가 있었지만, 신분확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

우도 42.0%로 많았다.

신분확인 요구 받은 것이 흡연과 음주에 어떤 향을 미쳤는

가 하는 질문에 흡연 응답자의 41.8%와 음주 응답자의 59.5%는

아무런 향이 없었다고 답한 반면, 12.0% (30명)는 담배를 줄

고, 12.9%는 담배를 끊었다고 답했으며 음주의 경우도 16%가

술을 줄이거나 끊었다고 답했다. 또한 술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구입 부탁을 하거나 훔치는 경우도 각각 18.5%, 6%를 차지했다

(Table 8).

7.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대한 인식

흡연 응답자의 61.7%는 직접 흡연 및 간접 흡연의 위험성에

인식하고 있었으나, 35.2%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3.1%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음주 응답자의 45.6%는 음주

의 폐해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19.3%는 그다지 위험

하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위험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35.1%에 지

나지 않았다(Table 9).

8. 금연/금주 교육 여부와 청소년들의 금연/금주 계획

금연계획에 대해서는 73.4%가 장단기적인 금연 계획을 가지

고 있었으며, 최근 1년간 학교나 가정에서 금연 교육을 받은 적

이 있는 학생은 79.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흡연에 대해서는 교

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주계획에 대해서는 50.2

%가 장단기적인 금주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1년간 학교

나 가정에서 금주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58.1%로 금주교

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41.9%에 달했다(Table 10).

고 찰

흡연과 음주의 폐해는 발암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의학적인 측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확인되어왔으며 이미

수세기에 걸친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한 해외 선진각국은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그 유해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웰빙(well-being)

의 시대를 맞이하여 만성질환을 조기에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노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사를 비롯한 최근의

조사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

과 음주율은 효과적인 감소를 보여주지 못했다
5, 6)

.

보건복지가족부의 성인 흡연율 실태조사 최근 통계를 살펴보

면
7)
,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7년 4/4분기 기준 42%로

미국, 호주, 국 등의 성인 남성 흡연율 20% 내외의 두 배 수준

이며 OECD 평균 29.8% 보다 단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1980

년대 80%를 육박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에 비하면 현재의 성인

남성 및 성인 전체 흡연율은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조만

간 30%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인 여성의 흡

연율 및 청소년 흡연율은 그 흐름을 달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한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흡연 경험율

은 29.2%로 1994년 조사 시
8)
21.2%보다 크게 증가하 으며, 성

별에 따라서는 1994년 조사 시 남학생의 경우 30.5%에서 2007

Table 8. Social Sanctions and Adolescent Smoking and
Drinking

Smoking Drinking

Social Sanction

Request for Identification

Asking age

No request

Response to social sanction

No effect

Ask another person

Reduce smoking/drinking

Quit smoking/drinking

40.6

31.5

27.9

41.8

18.5

12.0

12.9

29

29

42

59.5

20.5

9.5

6.5

Table 10. Adolescent Attitudes toward Smoking and Drinking

Smoking (%) Drinking (%)

Recognition of harm

Desire to quit

Anti-smoking/drinking education

61.7

73.4

79.8

35.1

50.4

58.0

Table 9. Adolescent Recognition of Smoking and Drinking

Effect on health
Smoking

(n=1,047)

Drinking

(n=1,033)

Ill-informed, ignorant

Not so dangerous

A little dangerous

Very dangerous

369 (35.2%)

32 ( 3.1%)

151 (14.4%)

495 (47.3%)

471 (45.6%)

199 (19.3%)

190 (18.4%)

17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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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2.9%로 근소한 차이를 보 으나 여학생의 경우 12.2%에서

18.8%로 큰 증가를 보 다.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율(최근 한달

이내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은 15.4%로, 성별로는 남학생

이 17.7%, 여학생이 9.3%를 각각 차지하 으며, 이는 제 2차

(200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상의
6)

흡연 경험율 및

현재 흡연율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신뢰할 만 하 다. 2007년

말 성인전체 흡연율은
7)
23% (남성 42%, 여성 4.6%)로 전체적으

로는 청소년의 흡연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학생

의 경우 성인여성 흡연율 4.6%를 두 배 이상 넘어서는 결과를

보 다
9)
. 이 중 매일 흡연하는 청소년은 흡연 청소년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 으며(51.8%, 116명/224명), 기상 후 흡연까지 걸리

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30분 이내에 담배를 피운다

는 청소년이 무려 40.3%나되 흡연을 하는 방식 또한 성인과 비

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의 경우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음주 경험율

은 48.2%, 최근 1달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현재 음주율은 17.7

%로 나타났으며, 음주 청소년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5.8%는 열

흘에 1회 이상 술을 마시고, 사흘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

도 25.2%나 되었으며 매일 마신다고 답한 경우도 4.4%나 돼 청

소년들의 습관적인 음주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흡연량과 음주량에 있어서도 우려를 낳게 하는 수준이었다. 흡

연량의 경우 하루 반 갑(10개비) 이상 흡연하는 비율이 전체의

27.7%나 되었고, 하루 한 갑 이상도 7.9%나 되었으며, 음주량의

경우 한번 마실 때 소주 5잔(맥주 3병, 양주 5잔) 이상 마신다는

청소년이 43.5%, 1병 이상이 29.2%, 2병 이상도 12.4%나 되었다.

또 하나의 심각성은 흡연·음주 경험 시작 연령이 점점 더 어

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흡연 경험 시작 연령은 평

균 13.8세로 12.6% (39/310명)는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

다고 대답하 고, 음주 경험 시작 연령은 14.1세로 1998년 조사

시 각각 흡연 15세, 음주 15.1세보다 1년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

왔으나 제 2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서는 흡연·음

주 시작 연령이 각각 12.5세 13.1세로 10년 사이에 2년 정도 빨라

진 것으로 조사되어 1세 가량 조사간 차이가 있었다.

처음 흡연을 경험한 사람이 습관성 흡연자가 되기까지 대개 2

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할 때
9)

평균적으로 13세 전후에서

흡연과 음주를 시작한다는 것은 신체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

에 성장에는 물론 흡연과 음주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로는 나이, 성

별을 비롯하여,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가정생

활에의 만족도, 교우관계에의 만족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상관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학생 보다는 남학

생이 공통적으로 흡연·음주율이 높았으며,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정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학교 성적이 나쁠수록, 정상가정보다

는 결손가정에서, 그리고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정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학교만족도가 낮

을 수록, 학교 성적이 나쁠수록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

계 만족도와는 흡연과 음주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의 경우 결손가정이나 정상가정간에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흡연이 청소년들의 흡연율

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결손가정일수

록,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음주율

과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그만큼 가정에서의 따뜻한 보살핌과 부모나 형제, 자매의 모범,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적절한 관심과 친구들 간의 성향에 따라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율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Lee 등
10)
의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의 붕괴는 곧 청소년의 흡연

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조사에서도 성별과 부

모의 흡연이 다른 변수에 향을 받지 않는 흡연에의 독립적인 인

자로 작용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1)
, 가정의 경제적 형편 즉, 사

회계층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

술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관대함이 조사에서도 나타났

다. 첫 술과 첫 담배의 권유자는 둘 다 친구가 각각 46%, 83%로

가장 많았으나, 음주의 경우 부모도 30.1%로 상당히 많았고, 친

척이 11.6%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흡연의 경우 부모가 권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요 흡연 장소 및 음주 장소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해보면, 부모나 친지와 함께 담배를 피우

는 청소년은 없었지만, 부모나 친지와 함께 집이나 식당에서 술

을 마시는 경우는 적지 않다는 점은 ‘술은 부모에게 배워야 한다’

거나 ‘술을 배우려면 술버릇부터 배워야 한다’ 며 집안에서부터

술을 가르치는 우리 사회의 술에 대한 그릇된 관대함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시가 될 것이며, 부모나 친지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

게 술을 권하는 풍습은 다시 우리사회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데 있어 여전히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 구입시 신분 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는 29%에 불과 하 으며, 나이를 물어보는 정도의 소

극적인 신분확인은 29%, 아무런 신분확인 요구도 없는 경우가

42%에 달했다. 담배 구입 시는 이보다는 엄격해서 41%가 신분

증 제시를 요구 받고,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32%이었으나 신

분확인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도 28%나 되었다. 이 또한 흡연보

다는 음주에 대한 사회의 관대함이 들어나는 부분이며, 신분확인

요구 이후 음주 청소년의 16%, 흡연 청소년의 25%가 각각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사회적

제제가 청소년의 금주와 금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로는 Albers 등
12)
이 집에서의

흡연 금지 조치로 청소년들의 금연 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흡

연 경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 고, Thompson 등
13)
은 가정

의 불화가 향후 집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음주 의존도와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또한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에 관한 비교에서
14)

한국은 미국과 달리 사회학습이론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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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해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향후 금주 및 금연 계획에 대하여서는 음주 청소

년의 50.4%, 흡연 청소년의 73.5%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며, 이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위험성 인식 정도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음주 청소년

의 42%, 흡연 청소년의 20.8%가 최근 1년간 금주·금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에 입각한 건강한

신체상을 마련하는데 있어 사회나 가정의 관심이 아직도 부족하

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한편으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금연

및 금주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는 데에

는 흡연과 음주가 가지는 고유한 중독성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15)

청소년들의 교육

후 낮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의 흡

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필요성에서도
16)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의 음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것의 위해성을

교과서적으로 알려주는 것만으로, 혹은 신분확인 등의 사회적 제

제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정부에서도 금연 구역의 확대,

미성년자대상 담배 및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여러 가지 규제정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17)
. 하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

야에서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예방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기본 배움터인 학교를 근간으로 효

과적인 교육 및 사회적인 재강화 노력 그리고 규범 마련이 필요

할 것이고
18, 19)

, 각각의 집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동료

집단을 이용한 예방교육 또한 효과적일 것이다
20, 21)

. 또한 일회성

의 집단 강의도 청소년들의 금연 준비단계에 도움이 되지만
22)

10

회 이상의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거나 프로그램 종료 후 일

년 뒤에 추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

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부모의 금연과 자녀의 간

접흡연을 막기 위한 체제 구축 및 중재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23)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체

계적인 접근과 가정과 사회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

기간의 흡연,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 청소년기

에 잘못 형성된 건강행태가 만성질환이라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건강문제의 발단이 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나의 통

합된 술과 담배 관리법 정비, 광고 규제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적

제재와 함께, 청소년의 역할 모델인 부모의 노력, 즉 가정에서부

터의 금연·금주 운동 및 간접흡연 예방 등의 노력이 지역사회와

의 연계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모습으로 확대될 때,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 약

목 적: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로써, 이 시기의 흡연과 음주는 신체손상 및 모든 약물남용의 관

문이 될 수 있다.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행태를 조

사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 다.

방 법: 2007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학교건강검진을 위해 소아

청소년과를 방문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결 과:총 2,546명(흡연관련 답변자 1,512명, 음주관련 답변자

1,034명)의 청소년이 설문조사에 응답하 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29.2%, 48.2% 으며, 최초 흡연 및 음주 시기는 각각 13.8

세와 14.1세 다. 처음 담배나 술을 권한 사람으로는 친구가 가

장 많았으나 음주의 경우 부모가 30.1%를 차지했다. 또한 흡연

율과 음주율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정형

편이 어려울수록, 학교성적이 나쁠수록 높게 나타났다(P<0.001).

정상가정보다는 결손가정에서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우관계

만족도와는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빈도 및 그 양은 성인 조사 결과

와 비슷하 으며,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

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등에

향을 크게 받으며,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 마련 및 부모를 포함하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제제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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