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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경험과 흡연에 대한 태도 분석

Analysis of smoking experience and their smoking attitude among 
elementary schoolers

김정애*

Kim Jungae*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흡연 경험 실태, 흡연에 대한 태도, 흡연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횡단면 기술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충청도와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의 4,5,6학
년 학생들 중 총 810명을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흡연 유무에 따른 특성과 흡연에 대한 태도를 일반화 
선형 방법을 이용하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Y 대학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810명의 학생들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7.3%의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들이 흡연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결과, 흡연 경험이 있는 친구를 가
진 학생들, 친구의 담배 권유를 거부가 어려운 학생, 그리고 남학생들이 유의하게 흡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육은 친구의 담배 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 인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또래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 금연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원하지 않는 흡연 경험
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학교의 금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어 : 초등학생 흡연 경험, 흡연에 대한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moking experience and attitude including affect factors 
to smoking for elementary schoolers. The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We selected 810 
students from 14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Chungchung-do and Gangwon-do by convenience random 
sampling and received IRB from Y Univ. 810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 Among 810 students, 7.3% of students reported to have smoking experience. The result of 
analyzing the smoking affect factors for smoking students who were having friends who had smoking 
experience, unable to smoking suggestion and those who were male, had significantly more smoking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should be an intensive tailed smoking related program development 
for male elementary students, especially for smokers who have smoking friend and including smoking refusing 
program. And the school system services of elementary school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tect the elementary 
students from further the critical situation caused by smoking experience.

Key Words : Elementary schoolers' smoking experience, Attitude to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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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현대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건강의 가장 위험

한독소로작용하여단일요인으로인체에가장치명적

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비해뇌졸중과관상동맥질환의발생이 24배나

높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만성 폐질환, 위궤양 등

인간의생명을위협하는위험을가진다(2). 또한 계속적

인흡연은구강암을비롯한각종암의 유발원인이되며

암세포는다른곳으로전이되어사망에까지 이르게한

다(3). 현재 흡연으로 사망하는 세계 인구는 1년에 5백

만 명으로 나타나 2020년에는 거의 1천만 명이 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4).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

고있으며각나라에서는다양한금연유도접근이이루

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인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하였다. 그러나반면에인체장기가발달하고있

는청소년의흡연율은점점증가추세에있다(5), 그럼에

도불구하고 성장기아동들에 대한흡연예방에대한적

극적인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의 흡연은 습관성이 높아서 중단

하기 어려우며 계속적인 흡연은 성인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초래할수있다. Lee GM(6)는 15세 이하에서흡

연을시작하면폐암으로사망하는비율이비흡연자보다

19배나 높고 15-19세 사이에 시작하는경우약 14배 높

으며, 20세 이상에서 흡연을 하면 3배 높다고 보고하였

다(6). 또한 Band et al., 는 초경하는나이에서 5년이내

에 흡연을 시작하면 유방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고 있다(7).

10대의 시작인 초등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시

기는 집단생활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으로 우월하려고

하는 성향과 함께 협동심과 경쟁심이 강해지는 때이다.

특히초등학교고학년은청소년기로이행하는전환점에

있어서부모에대한의존성이 줄어들고친구와함께정

서적·사회적 요구를해결하려는비중이커지게 되며 사

회성이 발달하여 가족이나 학교의 감시를 벗어나 독립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감은 부족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8). 더욱 이 시기는 약물의 위험성을

간과하는경향이있어서자신의약물 사용으로인해야

기될수있는파괴적인양상을피할수있다고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흡연에의 접근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

다(9).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특성 외에도 자제력이

부족한이들은약물을포함한다른 것을탐닉하게되는

동기가생기기쉬우며특히 어른들의흡연을보거나주

변 친구들의 흡연을 접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또래까리

자연스럽게집단이형성되어간다. 담배는비행의첫관

문(Gate) 역할을 하며 흡연을 시작으로 각종 비행을 저

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 흡연의

용납은사회규범에서첫일탈행위를용인하는것이되

어 다음 단계의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10).

2004년 CDC의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마치기전에한 번씩은 흡연을 시도할것이

라고통계적으로예측하고있다. 이와같은청소년의흡

연은방치하면앞으로흡연의폐해로인한 국가의질병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11). 따라서 습관성이 형성

되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흡연의 시작되는 것을 예방하

는 것은공중보건에서최우선시해야할문제이며공중

보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12)

Kim, TJ의연구에의하면우리나라고등학생의상당

수가 상습 흡연자로 나타났는데, 즉 금연프로그램을 적

용한 후 6개월 후에는 대부분 다시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상습흡연자가되어버린후의청소년을대상으로 한금

연프로그램 연구가 대부분으로 흡연의 시작 연령이 점

점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과 습관성이 강

한 흡연에 대한교육이대부분흡연이습관이되어버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흡연 예방과 금

연 교육이 이미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바람직한 건

강실천생활을습관화시키기위한흡연예방교육프로

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실

태와 흡연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흡연예방 지

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경험과

흡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금연 교육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흡연 경험 실태를 파악한

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 No. 2, pp.53-64, May 31, 2015.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5 -

2)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유무별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3)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충청도와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

의 흡연 경험 실태와 흡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일

반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충청도 소재 2개, 강원도 소재 12

개 총 14개의 초등학교 학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810명의 초등학교 4,4,5학년 학

생들을 대상자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

력 0.95로 계산하였을 때 198명이 산출되었다. 이 중

10-20% 탈락률을 고려하면 237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831명을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선

정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자와 자료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21명을 제외한 810명이 분석에 포함되었

으므로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

한 윤리적인 고려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구시작 전 Y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의 흡연경험 관련

기존 논문의 성경험 영향요인(14, 15, 16, 17)을 통합 분

석하여서, 간호대학 교수 3인의 의견을 수합하여 구성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 및 흡연 관련 특성으로는

도시, 학교, 학년, 성별, 흡연 여부, 흡연 장소, 흡연 동기

를 포함하였고, 가족 및 환경 관련 특성으로는 가족 구

성원의 흡연, 친구의 흡연경험, 흡연 장소를 포함하였

으며, 흡연에 대한 인식은 친구의 흡연 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가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상과 같이 구조화된 설문지는 정확성과 민감성을 높이

기 위해 자료수집 전 단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설문지

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 후 이해도, 문항의 적절성 배치 등을 간

호대학 교수 3인과 사정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1년 5월 16일부터 시작한 자료 수집은 5월20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충청도․강원도 소재

초등학교학교 14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각 초등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1인당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

였다. 대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 질문지

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을 하였고, 흡연유무에 따른 특성과 흡연에 대한 태도

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흡연유무에 따른 특성과

흡연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하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

반화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흡연관련 특성을 분석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흡연 경험 실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자로 선택된 초등학교 고학년 학

생들은 총 810명으로 강원도 12개교에서 427명, 충청

도 2개교에서 383명이 선택되었다. 이중 남학생들이

강 원 도

초등학생

⇒
흡 연 실 태

흡 연 태 도
⇒

흡연영향

요인분석
충 청 도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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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25명), 여학생들이 48.5%(385명)이었다. 학년

은 4학년이 27.5%(223명), 5학년이 36.8%(298명), 6학

년이 35.7%(289명)로 4학년이 약간 적은 수 이었으나

5학년과 6학년은 골고루 분포되었다. 흡연을 하는 학

생들은 7.3%(59명)로 나타났으며, 친구가 흡연을 한

다고 답변한 학생들은 이것보다 약간 더 많은

8.5%(69명)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가족 중 한 사람

이라도 흡연을 하는 가정은 58.1%(471명)로 나타났

다. 흡연은 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69.0%(38명). 친구의 권유는 12.7%(7명)로 나타났으

며 광고를 보거나 가족 중 흡연을 하는 것을 보고 흡

연을 하게 되었다는 학생도 7.3%(4명)나 되었으며,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도 3.6%(2명)의 학생들이 흡

연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흡연 장소로는 피씨

방과 어두운 골목길이 33.9%(19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주변이 19.6%(11명), 친구집이

12.5%(7명)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2). 강원도 지역은 6.6%(28명)가 흡

연을 하고 있었고, 충청도는 8.1%(31명)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청도 지역 학생들이 이강원도

지역 학생들보다 1.5% 더 많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9.9%(42명)로 여학생

4.4%(17명))보다 흡연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p=.003),

학년별로는 4학년 9.7%(22명), 6학년 6.9%(20명), 5학년

5.7%(17명) 순으로 4학년이 가장 많은 흡연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친구 중

2.5%(15명)가 흡연을 한다고 답변한 반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7.2%(54명)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가족이 흡연을 하

는 경우는 71.2%로 나타났으나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

들의가족 중흡연을 하는경우는 57.1%로 낮게 나타났

다(p=.035). 금연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를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3-4학년이 42.9%, 5-6학년이 40.8%, 그리고

전학년과 1-2학년이 8.2% 순으로 나타났고, 흡연을 하

지 않는 학생들은 5-6학년이 35.6%, 3-4학년이 32.5%,

1-2학년이 17.45%, 전학년이 14.0%로 나타나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3-4학년이 금연교육 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5-6학년이 금

연교육시기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금연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흡연

을 하는 학생들은 흡연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하여알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높았고(34/2%),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도 흡연의 폐해가 가장 높았고(33.3%), 그 다음은

흡연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27.7%).

2.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분

석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들의 흡연경험

관련 기존 논문을 통합 분석하여서 (14,15,16,17,19,20,21

) 간호대학 교수 3인의 의견을 수합하여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담배의 해로운 점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

다’(p=.030),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은 지켜야 한

다’(p=.000), ‘미래의 배우자는 흡연을 하면 안된

다’(p=.000), '친구의 담배 권유를 거부할 수 있다

‘(p=.000), '임신시의 흡연은 더 해롭다’(p=.030)가 유의

미한 결과로 나타났다(Table 3).

3.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흡연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흡연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들의 특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성(sex)’, ‘친구의

흡연’, ‘가족의 흡연’과 흡연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유의

미하게 나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미래의 배우자는

흡연을 하면 안된다’, ‘친구의 담배 권유 거부’ 그리고

‘임신시의 흡연은 더 해롭다’ 를 활용하여 일반화선형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

의하게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40), 친

구가 흡연을 할수록 흡연을 하는 것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p=.006), 친구의 담배권유를 거부할 수 있을수

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21)(Table

4).

Ⅳ. 논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흡연은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등학

교 학생들의 흡연에 초점을 두었다. 주로 우리나라는

흡연이 습관화된 청소년 시기에 금연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다시 흡연을 다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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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18).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

교 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맞춤 금연교육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초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2003년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19),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

생들의 흡연지식, 흡연태도와 흡연경험(20), 2006년, 초

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의 효과(21), 초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5), 2007

년, 초등학생 흡연 실태 분석(17), 초등학생 학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인식(14), 흡연 예방교육이 초등학생

의 흡연관련 지식, 태도 및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효

과(16)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연

구를 살펴보면 극히 일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거나 연구자가 만든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보았거나

표본수가 작아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관련 특성을

나타내기엔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많은 표본수

와 일개 지역 이상을 포함하여 초등학생들의 흡연경험

실태와 흡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며 그들의 금연에 대

한 기대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충청도 소

재 2개, 강원도 소재 12개 총 14개의 초등학교 고학년

(4,5,6학년)에 재학 중인 81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으

며,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한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흡연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환경적 특성과

흡연에 대한 태도를 기반으로 흡연 경험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초등학생 흡연 경험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하여 분

석에 포함하였고(14,15,16,17,19,20,21) 일개 지역 이상

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표본으로 연구대상자들

의 흡연경험 실태와 흡연에 대한 태도를 실질적으로 파

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총 810명 중

59명(7.3%)의 대상자들이 흡연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 이 결과는 2007년, Lee, JH(17)가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8.5%로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5학년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흡연

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차 흡연을 하는 연령이 낮아지

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Kim, MH과 Kim, MS가 흡

연실태 조사에서 담배의 최초 접촉 시기가 초등학교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장기가 완전하

게 발달하지 않은 성장기에 흡연에의 노출로 신체적 손

상 및 비행의 첫 관문(Gate)로의 시작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흡연은 중독성이 강해 초등

학교 시기의 흡연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그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을 흡연하는 군과 흡연을 하지 않는

군과 구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남학생들이 여학생

들보다 유의하게 흡연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p=.003).

친구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흡연을 하고 있

었다(p=.000). 또한 가족 중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더 흡연을 많이 하고 있었다(p=.035). 이것은 Park, WY

과 Park, YS가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동일하였고(15), Jeong YS과 So HY이 3,4,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20). 이

와 같이 흡연은 남학생들이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

며,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흡연을 할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생활을 처

음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지적 발달을 왕성하게 하는 시

기로 그만큼 호기심과 흥미가 매우 발달하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 행동이 발달하면서 친구와의 강한 유대감

을 형성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규준을 만들어서 청소년

기로 발달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또래 그룹의 독립적인 격려와 규

준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진행할 것이

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4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은 흡

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금연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를

줄임으로써 국가 보건차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최근까지 금연프로그램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흡연을

해 온 학생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을 대상으

로 한 금연프로그램은 재흡연으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갈등과 고민을 흡연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18). 본 연구 결과 7.3%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가족이나 학교의 감시

를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 하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였

을 때 더욱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금연프로그램은 초

등학교 시기부터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고 그들이

원하는 금연교육으로 시작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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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이 어떠한 금연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지를 파악한 결과 흡연의 악영향과 흡연의 유해성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금연과 친구가 담

배를 권유했을 때의 거부 방법을 알고 싶다고 답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흡연의 폐해

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로 흡연의

유혹에 혹은 친구와 권유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은

초등학생 인지 수준에 맞는 흡연의 악영향과 유해성에

초점을 둔다면 더욱 흥미를 유발하여 대상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23).

흡연 유무에 따라 흡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와 ‘미래의 배우

자는 흡연을 하면 안된다’와 그리고 ‘친구로부터 담배

권유를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이는 Kim, MH(14)의 연구결과와 유의

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Kim, MH의 연구에서 흡연

의 유해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학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공공 질서를 강조하

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매우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흡연의 유해성에 대

하여 완전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미래에 흡연

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흡연을 하는 이

유 중의 하나가 친구와 어울리기 위하여 담배를 거절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흡연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습관화되면 끊기 어려

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흡연은 아직까지

중독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실질적이고 초등학생 수

준에 맞는 금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습관화되어

끊기 어려운 시기에 금연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연교육은 주로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연교육 후

에 다시 흡연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생은 신체적으로 발달이 미성숙한 상태

로 흡연으로 인한 손상은 국가차원의 보건의료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흡연

은 비행의 첫 관문(Gate)으로 독립심이 강해지는 청소

년 시기에는 흡연뿐만 아니라 알코올등여러 가지 물

질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큰 문제

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2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흡연에 호기심을 보일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4,5,6학년을 대상으로 많은 표본수

를 가지고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태도 및 그들이 원하는 금연교육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실질적인 금연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자고 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 강원 지역의 1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810명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흡연경험은 총 810명 중 59명

으로 7.3%이었다.

둘째, 흡연 유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Sex)과 친구의 흡연, 가족이 흡연할수록 흡연 경험율

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흡연을 하는 학생들과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

은 다음과 같은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 담배의 해로운 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교육은 지켜져야 한다.

- 미래의 배우자는 흡연을 하면 안된다.

- 친구의 담배 권유를 거부할 수 있다.

- 임신 시 흡연은 더 해롭다.

넷째,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흡연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일반화선형 모형 분석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구가 흡연을 할수록, 친

구의 담배 권유를 거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흡연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금연교육은 남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친구

의 담배 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반드

시 포함하여 또래 그룹을 구성하여 해야 할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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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흡연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특성

Table1. Elementary 4,5,6 grade studen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Variables
Total

(%)
Variables

Total

(%)

Region
Gangwon-do

Chungchung-do

383(47.3)

427(52.7)
Smoking

Yes

No

59(7.3)

751(92.7)

Sex
Male

Female

425(52.5)

385(47.5)

Friend’s

smoking

Yes

No

69(8.5)

740(91.5)

Grade

4th

5th

6th

223(27.5)

298(36.8)

289(35.7)

Family

smoking

Yes

No

471(58.1)

339(41.9)

Smoking

Motivation

Curious

Friend suggestion

Advertise

Family smoking

Peer member

38(69.0)

7(12.7)

4(7.3)

4(7.3)

2(3.6)

Family smoking 

place

Inside house

Outside house

490(60.5)

320(39.5)

No smoking 

educator

in the

family

Patents

Grand parents

Bro/Sis

Uncle/Aunt

Never

287(36.8)

26(3.3)

29(3.7)

19(2.4)

399(51.2)

Smoking 

place

PC room

Around school

Alley

Friend house

19(33.9)

11(19.6)

19(33.9)

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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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흡연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특성

Table 2. Elementary 4,5,6 grade studen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 p<0.05, * * p<0.01,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Variables

Smoking
Total

(%)
 X2(p)Yes

N(%)

No

N(%)

Region
Gangwon-do

Chungchung-do

28(6.6)

31(8.1)

399(93.4)

352(91.9)

427(52.7)

383(47.2)
.71(.401)

Sex
Male

Female

42(9.9)

17(4.4)

383(90.1)

368(95.6)

425(52.5)

385(47.5)
8.94(.003)**

Grade

4th

5th

6th

22(9.7)

17(5.7)

20(6.9)

201(90.1)

281(94.3)

269(93.1)

223(27.5)

298(36.8)

289(35.7)

3.36(.187)

Friend smoking
Yes

No

15(2.5)

44(74.6)

54(7.2)

696(92.8)

69(8.5)

740(91.5)
23.28(.000)**

Family smoking
Yes

No

42(71.2)

17(28.8)

429(57.1)

322(42.9)

471(58.1)

339(41.9)
4.45(.035)*

Desired

No smoking

time

1~2th

3~4th

5~6th

All year

4(8.2)

21(42.9)

20(40.8)

4(8.2)

107(17.5)

198(32.5)

217(35.6)

88(14.4)

111(16.8)

219(33.2)

237(35.9)

92(14.0)

9.06(.059)

Desired

No smoking

contents

Adverse action

Smoking affect

Parent no smoke

Reject method

13(34.2)

13(34.2)

7(18.4)

5(13.2)

129(27.7)

155(33.3)

101(21.7)

80(17.2)

142(28.2)

168(33.4)

108(21.5)

85(16.9)

1.0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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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Table 3. Attitude to smoking in elementary schoolers

* p<0.05, * * p<0.01,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Variables

Smoking
Total

(%)
 X2(p)Yes

N(%)

No

N(%)

Smoking

hamful education

Positive

Negative

48

9

693

57

741

66
4.73(.030)*

Teacher's

smoking

forbidden

Positive

Negative

46

11

671

79

717

90
4.11(.43)

Public  place

smoking

forbidden

Positive

Negative

50

7

737

13

787

20
24.38(.000)**

Spouse's

smoking forbidden 

in the  future

Positive

Negative

46

11

716

34

762

45
21.93(.000)**

More hamful

in women's

smoking

Positive

Negative

35

22

512

237

547

259
1.18

Able to

smoking 

refuse  from

peer

Positive

Negative

44

13

711

38

755

51
28.10(.000)***

Positive

to

smoking 

law

prohibition

Positive

Negative

45

12

653

96

698

108
3.09(.078)

More hamful

to youth

smoking

Positive

Negative

54

3

715

34

769

37
.06(.801)

More hamful in 

pregnancy

Positive

Negative

53

4

733

17

786

21
4.71(.030)*

Difficult to

stop

smoking

addiction

Positive

Negative

52

4

719

31

771

35
1.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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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화선형 모형을 이용한 흡연관련 특성

Table 4. Smoking relating characteristics through generalized linear model

*likelihood ratio chi-square 44.87, p=.000

Variables Wald  chi-square P
Sex

Friend’s smoking

Family smoking

No smoking in the public place

No smoking in the future spouse

Able to refuse peer’s smoking suggestion

4.22

7.86

3.11

2.59

2.13

5.32

.040

.006

.078

.107

.144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