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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 흡연실태의 경향은 흡연 인구의 증가 뿐 아니

라 흡연 연령도 갈수록 낮아져 초등학생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년 제천시 초등학생 학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2002 5, 6

실태조사에서 연구 대상자 중 흡연 경험자의 비율은 이16.2%

었으며 현재 흡연자는 인 결과제천시 보건소 를, 2.0% ( , 2002)

보여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기 흡연은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암에 대한 위험도가 더

욱 높아지며 특히 아동기의 흡연 노출은 성인기로 이어지는

흡연 습관 형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데(Hunter, Croft, &

흡연은 중독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아동들이Parker, 1986),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한 흡연이 습관성으로 변하여 결국 인

체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관리는 흡연하는 학생의 금연교육보.

다는 흡연 권유 등 흡연 위험에 노출될 학교 전체 학생들의

흡연 예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 예

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더 효과적이다강윤주와(

서성제 정연강과 장영미, 1995; , 1994).

흡연 예방 교육의 시기에 있어서 최초의 흡연시기가 초등

학교 때가 가장 높다는 사실신영숙 과 청소년들의 흡( , 2000)

연경험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한국청소년학회 하므로 이 시기의 흡연예방교육의( , 1996)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으며 에서도 초, National Cancer Institute

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변화의 시기에 흡연예방 교육

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Murray, 1987).

은 흡연예방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교육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정확한 지식의

전달 또래나 부모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적 영향 인지 의사, , ,

소통기술 자아 존중감 향상 자기주장 훈련 흡연에 대한 거, , ,

절 훈련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CDC,

1994a).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에 대한 연구에서 신영숙(2000),

이미경 과 이은혜 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으(2002) (2000)

로 지식 증진을 위한 인지적 내용 흡연을 강요받을 때 대처,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내용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책임감 강화로서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성례,

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접근으로 친구의 흡연 권(2000)

유를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강조하였으며, Sussman, Dent,

는 흡연의 이유가 지식 부족이 아Burton, Stacy & Flay(1995)

니라 흡연에 대한 정보 및 규범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흡연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적 전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

향력에 대한 인지 흡연에 대한 거절 기술을 강조하여 주간, 8

의 흡연 예방 교육을 구성하였다 또한. US Department of

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Health and Human Services(1994)

고 교육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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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나 지역사회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흡연 예방 교육과 더불어 학교 내의 흡연 예방 지지환경 홍-

보 캠페인 학생 자치 활동 교내 방송 금연의 날 행사 가정, , , ,

통신문을 강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흡연 예방을 위한 태도를 형성할 목적으로 개발

한 흡연예방 프로그램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예방 지지환경이( )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와 비흡연 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가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프로그램흡연예방 교육(

과 흡연예방 지지환경 이하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

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와 비흡연 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흡연∙

에 관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흡연∙

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비흡∙

연 의지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용어 정의
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를 목

적으로 기존의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흡연예방 교육주 회 분씩 주과( 1 40 8 )

흡연예방 지지환경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흡연에 대한 지식•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말하며 본 연구

에서는 신영숙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지식을 측정(2000)

하고자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흡연에 대한 태도•

개인의 흡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영숙 이 초등학생의 흡연의 대한 태도 조(2000)

사를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비흡연 의지•

미래에 흡연 의사가 있는지를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여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인 유사실험 연구이다 도표group pretest-posttest design) < 1>.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흡연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료 직후( ) ( )

실험군(E) E1 X E2

대조군(C) C1 C2

도표 연구 설계 모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천시의 초등학교를 실험군으로 초A , B

등학교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흡연경험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한국(

청소년학회 하여 이 시기의 흡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1996)

강조되므로 학년은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5, 6 .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기 위

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보건교사 해당 학년의 담임 교사, ,

의 협조를 구하였다.

실험군은 초등학교 학년 개반 명과 학년 개반A 5 1 (32 ) 6 1 (40

명으로 총 명이었고 대조군은 초등학교 학년 개반) 72 , B 5 1 (40

명과 학년 개반 명으로 총 명이었다) 6 1 (33 ) 73 .

사전조사에서는 실험군이 명 대조군이 명으로 총72 , 73 145

명 이었고 사후조사에서는 실험군이 명 대조군이(100%) , 64 , 68

명으로 총 명 이었다132 (91.0%) .

연구의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진행 및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2003 3 15

년 월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는 월 일에2003 10 10 3 15

서 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흡연예방 프로그램흡연예방30 , (

교육과 흡연예방 지지환경 진행은 월 초에서 월 말까지) 4 9 6

개월간 진행되었고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인 월, 10 1

일 일에 이루어졌다-10 .

사전조사•

학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후 프로,

그램 실시전인 월 일에서 월 일에 사전조사를 하였다3 15 3 30 .

연구의 목적과 기입요령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각 보건교사

에게 설명하고 실험군인 초등학교 학년 각 개 학급과A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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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인 초등학교 학년 각 개 학급 학생에게 동일한B 5, 6 1

기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고 본 질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

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실험처치 흡연예방 프로그램-•

월 초에서 월 말까지 개월간 실험군인 초등학교4 9 6 A 5, 6

학년 각 개 학급에게 흡연예방 프로그램흡연예방 교육과 흡1 (

연예방 지지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은 월 일) , 5 12

부터 월 일까지 주 회 분씩 주간 매주 보건교육시간에7 7 1 40 8

진행되었다 흡연예방 지지환경은 월 초에서 월 말까지 개. 4 9 6

월간 제공하였다.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월 일에서10 1

일 사이에 사전 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험군10

과 대조군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도구
실험처치 흡연예방 프로그램:•

본 연구자가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흡연예방

교육 관련 연구김성원 서교순 신성례 이( , 2000; , 2001; , 2000;

미경 이은혜, 2002; , 2000; Botvin, 2000; Luepker, Murray &

와 개발된 흡연예방 관련 교육 자료와 영상물인Perry, 1997)

비디오 금연준비 등을 검토하고 기존에 제공, CD-ROM( 1,2,3)

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 회 분1 40

씩 주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 흡연 예방의 목적을 효8 ,

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흡연 예방 지지환경을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교육은 주 회 분씩 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으1 40 8

로 구성하였다 표< 1>.

흡연예방 지지환경∙

흡연 예방 지지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홍보 캠페인-

흡연 예방 교육의 효과적인 진행과 흡연 예방 환경 지지를

위한 목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인 월 초부4

터 월 말까지 학교 정문에 난 알아요 담배가 얼마나 나쁜9 ‘ !

지를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건물임을 알리는’ ,

표 초등학생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1>
회차 교육목표 내 용 교육방법

차1 흡연의 유해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 소개①

비디오 시청약물의 위험 몸에 미치는 영향 분( : , 12 )②

담배의 유해성분③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④

흡연 예방 교육의 필요성⑤

비디오
강의
토의

차2 담배의 중독성 물질 성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니코틴 중독성에 관한 비디오 감상과 토의①

약물의 위험 시작은 쉬워도 끊기는 어려워 분( : , 12 )

담배의 중독성 물질알기②

중독되면 고치기 어려움 알기③

조기 예방이 최선임 알기④

비디오
토의

차3 흡연의 해독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모키 인형 실험①

양파 재배 실험과 실험 보고서 쓰기②

흡연의 원인조사성인과 인터뷰 가족 친구 대중매체( , , , )③

실험

차4 사람들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을
말할 수 있다.

흡연 원인조사 발표와 토의①

소책자담배는 이런 것입니다를 부모와 함께 읽고 담배( )②

해로움에 대한 가족 토의 후 소감문 작성

발표
토의

차5 흡연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알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수 있다

가족 토의 학습 내용 발표하기①

가족 흡연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②

발표
토의

차6 흡연을 하게 하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비디오 감상과 토의①

흡연 예방과 주장 훈련 교육용 영상 프로그램( )

흡연이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유형 열거하기②

적절한 대처 방안 모색하기③

비디오
토의
역할극

차7 비흡연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주장의 글을
작성한다

건강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의 주장의 글 쓰기①

영원히 비 흡연가가 되기 위한 나의 선언 의 글 쓰기“ ”②

글쓰기

차8 비흡연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비흡연가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주장문 발표와 선언
흡연예방 서약서

주장발표
흡연예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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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을 설치하였으며 금연의 해로움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흡연교육 전시물 포스터한국 금연 운동 협의회를 판( )

넬로 제작하여 학교 실내 중앙 복도에 설치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학부모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학생들,

이 제공받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당

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프로그램 시작시인 월 초에 발송하4

였다.

학생 자치 활동-

학생 자치 활동으로 학급 게시판에 금연 게시판을 설정하

고 월 셋째 주 미술 시간 이용하여 조별로 금연관련 자료를4

신문에서 스크랩하여 수업 금연 신문(Newspaper in education )

을 만들고 이를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주2

간격으로 변경하여 게시하도록 하였다.

교내방송-

월과 월 각 첫 주 두 차례 교내 방송을 통하여 흡연의6 7

유해성을 알리는 방송을 하였다.

금연의 날 행사-

월 일 세계 금연의 날에 흡연 예방 및 금연에 대한 포5 31

스터 글짓기 사행시 표어를 담임 교사 안내를 통하여 공모, , ,

하고 추후 시상하였다.

가정통신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내용의 가정 통신문을 월 초에 보냈으며 흡연예방에9 ,

있어 지지 환경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흡연에 대한 지식•

신영숙 이 초등학생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2000)

보기 위해 개발하여 사용한 흡연에 대한 지식 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내용은 담배의 성분 흡연의 피해 흡연이 인체에 주, , ,

는 영향 여성 흡연의 피해 간접 흡연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 ,

등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측정

할 수 있는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또는13 . O

로 표시하게 하였으며 정답은 점 오답은 점으로 점수화X , 1 , 0

하였고 점수 범위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까지이며 점수가, 0 13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흡연에 대한 태도•

신영숙 이 초등학생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2000)

보기 위해 개발하여 사용한 흡연에 대한 태도 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내용은 흡연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 성인의 흡연 흡, , ,

연 호기심 친구의 흡연 흡연 법규에 대한 태도 등 흡연행동, ,

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 22

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점부터 전혀 그. ‘ ’ 1 ‘

렇지 않다 점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4 Likert scale ,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흡연. ,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로 본다 척도의 신뢰도는 개발 당.

시 였으며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의 신Cronbach's alpha .77 ,

뢰도는 였다Cronbach's alpha .74 .

비흡연 의지•

앞으로 흡연 의사가 있는지 묻는 단일 문항으로 단계로4

분류하여 질문하였으며 현재는 담배를 안 피우고 있지만 중, ‘

학교에 가면 피우겠다는 점 고등학생이 되면 피우겠다는’ 1 , ‘ ’ 2

점 대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피우겠다 는 점 나는 절대로, ‘ ’ 3 , ‘

피우지 않겠다는 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비’ 4

흡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았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을 이용SPSS win(ver 10.0)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에 대∙

한 동질성 검증은 χ2 를 교육 전 실-test, Fisher's exact test ,

험군과 대조군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와 비흡연 의지에,

표 흡연예방 지지환경< 2>
내용 시기 세부추진내용

홍보 캠페인 월 월4 -9

월 초4

월 월4 -9

월 월4 -9

학교 교문에 현수막-

학부모 안내문 발송-

금연 앰블렘 설치하여 금연 건물 지정-

금연 교육 판넬 전시-

학생 자치 활동 월4

월 월5 -10

미술 시간 이용하여 조별로 금연관련 자료를 신문에서 스크랩하여 수업- (NIE )

대상자 스스로 흡연예방 자료를 얻고 포스터 만듬
학급 게시판에 금연교육 환경 게시판 설정 주 마다 변경- (2 )

교내방송 월 월 첫째주6 , 7

학급 활동 시간
담배의 유독성 강조

금연의 날 행사 월 일5 31 금연 글짓기와 포스터 그리기
가정통신문 월 초9 학부모의 협조와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가정에서 흡연이 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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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질성 검증은 를 하였다t-test .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은 를 하t-test∙

였다.

연구의 제한점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비흡연 의지에 대한 검증은, ,

가 더 적절한 통계기법이겠으나 본 연구는 흡연예paired t-test ,

방을 목적으로 개발한 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생 개인별

차이보다는 대상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정직한 반응을 유도함

으로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여 무기명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집단에 대한 평균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한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에 대한 사전 실험군과 대

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3> ,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전 흡연 지식 태도 비흡연 의, ,

지의 동질성 검증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전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

도 비흡연 의지 등 종속 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

질성 검증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변수에 대해< 4>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한 집단으로 간

주할 수 있었다.

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4>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종속변수
실험군(n=72)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n=73)

평균 표준편차±
t p

흡연지식 11.76±1.62 11.89±1.51 -0.48 0.622

흡연태도 75.90±8.42 77.19±6.67 -1.02 0.309

비흡연 의지 3.90±0.38 3.96±0.35 -0.90 0.366

가설 검증
• 제 가설 검증1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흡연‘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 3>
특성 구분

실험군

(n= 72)

실수(%)*

대조군

(n= 73)

실수(%)*

계

(n=145)

실수(%)

χ2 or

Fisher's

Exact

p

성별 남
녀

38(52.8)

34(47.2)

40( 55.6)

32( 44.4)

78(54.2)

66(45.8)

0.11 0.738

종교 유
무

52(81.3)

12(18.8)

52( 76.5)

16( 23.5)

104(78.8)

28(21.2)

0.45 0.502

경제상태 상
중
하

19(32.8)

37(63.8)

2( 3.4)

29( 47.5)

30( 49.2)

2( 3.3)

48(40.3)

67(56.3)

4( 3.4)

2.84
a

0.262

가족태도 반대
모르는척
허용적

67(94.4)

3( 4.2)

1( 1.4)

73(100.0)

.

.

140(97.2)

3( 2.1)

1( 0.7)

3.77
a

0.067

부모반응 반대
관심없음

70(97.2)

2( 2.8)

72(100.0)

.

142(98.6)

2( 1.4)

2.80
a

0.248

부모생존여부 양친생존
기타

59(81.9)

13(18.1)

67( 91.8)

6( 8.2)

126(86.9)

19(13.1)

3.08 0.079

부모님과
거주형태

양친과 거주
기타

58(80.6)

14(19.4)

59( 81.9)

13( 18.1)

117(81.3)

27(18.8)

0.04 0.831

부모님 흡연 아버지 흡연
모두 비흡연

51(70.8)

21(29.2)

45( 61.6)

28( 38.4)

96(66.2)

49(33.8)

1.36 0.242

과거 흡연경험 있다
없다

15(21.4)

55(78.6)

7( 9.9)

64( 90.1)

22(15.6)

119(84.4)

3.58 0.058

실수 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 .
a

Fisher's Exact T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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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고 한 제 가설 검증을’ 1

위하여 사전조사에서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실

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조사의 지식 점수를 한 결과 제t-test 1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5>.

그러나 사후조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 차이는

유의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실험군의 지식 평균10% ,

은 점 대조군은 점으로 실험군의 지식 수준이 더12.34 , 11.92

높았다(t=1.92, p=0.057).

• 제 가설 검증2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흡연‘

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고 한 제 가설’ 2

을 검증한 결과 사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태도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5>.

• 제 가설 검증3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비흡‘

연 의지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한 제 가설 검증한 결과’ 3

사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흡연 의지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5>.

표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 태도< 5> , ,
비흡연 의지 차이 검증

종속변수
실험군(n=64)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n=68)

평균 표준편차±
t p

흡연지식
흡연태도
비흡연 의지

12.34±0.97

76.20±8.90

4.00±0.00

11.92±1.47

77.51±7.29

3.97±0.17

1.92

-0.92

1.42

0.057

0.355

0.159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흡

연 예방을 위한 태도를 형성할 목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

한 지식 태도와 비흡연 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 흡연 지식은 실험군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평균

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로 상승하였고 대조군의 경11.76 12.34 ,

우 사전조사에서 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로 거의11.89 11.92

변화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흡연 예방10% .

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5%

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사전 조사에서 지식 평균이 실험군

대조군 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제공이전에 높은 지11.76, 11.89

식 점수를 보여 예방 프로그램 실시 후의 변화 정도가 적어,

서인 것으로 고려된다.

흡연에 대한 태도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평

균 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으로 약간 상승 하였고75.90 76.20 ,

대조군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77.19

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77.51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역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이전인 사전

조사의 평균을 볼 때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높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고려된다.

비흡연 의지 또한 실험군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평균 평점

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으로 약간 상승하였고 대조군3.90 4.00 ,

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로 거3.96 3.97

의 변화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

후 조사에서 실험군의 비흡연 의지는 평균평점 점으로 실4.00

험군 응답자의 가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에100% ‘ ’

응답한 것은 의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신영숙 이 초등학교 흡연예방 프로그(2000)

램을 개발하고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6

석한 결과 실험군의 흡연지식 태도 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 ,

의한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결과나 김수정 이 초등학교(2001) 5,

학년 학생에게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년 후 년6 1 , 2

후 추후 조사를 한 결과 지식과 태도에서 일부 유의한 변화

를 보인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은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첫째 초. ,

등학생의 경우 흡연에 대한 태도와 비흡연 의지는 프로그램

적용 전 사전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로

변화를 초래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적용 전 사전 조사시 이미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비흡연 의지 정도는 점 척도4

에 각각 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런 높은 점3.46, 3.90 ,

수로 인해 교육 후 유의한 변화를 보이기 어려웠다고 고려된

다 박영규 강윤주와 학동기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년. , (1996) 5

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점수는 총 점 만점에 남아 여40 32.9,

아 점이었고 정영숙과 소현 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34.7 , (2003)

흡연에 대한 태도 수준은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높게60 55.90

나타난 것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흡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흡연에 대한 지.

식이 낮고 흡연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

생을 선별하여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면 유의한

차이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노원한 의 연구에서. (2000)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가 년 후 자신과 타인의 흡연 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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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와 일반적으

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연

구 를 볼 때(Price, Beach, Everrett, Telljohann, & Lewis, 1998)

비록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가 흡연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보일지라도 이런 부정적 태

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실시

또한 흡연예방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겠다.

둘째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고,

려해 볼 수 있겠다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 센타. (CDC, 1994b)

의 흡연 예방 및 억제를 위한 학교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7

가지 권고사항에 비추어 본 예방 프로그램을 평가해 보면,

흡연으로 인한 단기적 장기적인 생리적 사회적 부작용 흡‘ , , ,

연에 대한 사회적 영향 흡연에 대한 동료들의 가치관 거절, ,

술에 대한 교육 흡연에 대한 학교 방침을 개발하고 강화와’, ‘ '

같은 단기간의 단일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은 내

용적으로 포함하였으나 유치원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흡연예방 교육의 실시 흡연 예방 관련한 학교 교사들 연수', ‘ ',

학교 예방 프로그램에 부모나 가족의 참여 흡연 학생과 교‘ ' ‘

직원들의 금연을 위한 지원 정기적인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

평가와 같은 부분은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 접근하지 못한 측'

면이다 그러므로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지식전달 뿐.

만 아니라 태도와 행위 변화까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

적인 접근 이상의 학교 교사 부모 사회가 흡연예방과 관련, , ,

된 규범을 갖을 수 있는 환경적인 접근 또한 강화되어야 하

며 단기적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른,

지속적인 프로그램 접근이 중요하다고 고려된다 물론 본 연.

구에서 환경적인 접근을 위해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흡연예방 지지환경을 구성하고 홍보 캠페인 학생 자치 활동‘ ' , ,

교내 방송 금연의 날 행사와 가정 통신문을 활용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결과를 볼 때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고 보겠다.

셋째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는 장기적인 추적 조,

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고려된다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상자의 지식 태도 변화도 있으나 궁극,

적으로는 흡연율 감소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흡연 예방은 금,

연 프로그램과 달리 즉각적인 행위 변화가 측정되기 어려운

예방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대상자

의 흡연 행태의 변화를 중학생 고등학생 때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려된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등학생은 흡연

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흡연 의사를 갖고 있으

나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결과 남자 중학생은 2.8%,

여자 중학생은 정도 남자 고등학생은 여자 고등2% , 22.1%,

학생은 의 흡연율한국금연운동 협의회 을 보이므6.8% ( , 2003)

로 초등학생의 비흡연 의지를 유지시키는 흡연 예방 프로그

램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흡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

생을 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그 효과

를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년 월 일에서 년 월2003 3 15 2003 10

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초10 .

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비흡연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제천시 개의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2 5, 6

로 하였으며 교 학년 각 개 학급은 실험군 교, A 5, 6 1 , B 5, 6

학년 각 개 학급은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1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조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 차이는 유의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실험군10% ,

의 지식 평균은 점 대조군은 점으로 실험군의 지식12.34 , 11.92

수준이 더 높았다 둘째 프로그램 종료 후(t=1.92, p=0.057). ,

사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태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 셋째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

비흡연 의지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

램 종료 직후 사후 조사에서 실험군의 비흡연 의지는 점4.00

으로 실험군 응답자의 가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100% ‘

않겠다에 응답한 것은 의의 있는 결과이다’ .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금연 정책도 강화되고는 있으나 청소년 흡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나,

라 학교 중심의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은 시범학교를 중심으

로 독창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

직 체계화 되었거나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학교 중심의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지 못한 상태이며 교육에 활용할 교재를 일부 개발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고 흡연 예방 교육 관련한 교사 연수 교육 등,

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흡연예방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범학교들도 일선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나 교육 관련 지침없이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 연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과 결과는 앞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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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on primary school

students. Method: The design for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quasi-experimental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was provided to grade 5 and 6 students selected from two schools in Jecheon.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72 students and the control group, 73 students.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composed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once a week for 40 minutes over a period of 8 weeks) and supportive

environment for smoking prevention was developed by modifying several smoking prevention programs.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May 15 to October 10, 2003. Result: 1) After completion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the mean scores for knowledge about smoking, attitude to smoking, and intention toward non-smoking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To affectively

achieve the aims of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hould not be measured over

the short term only. Long-term tracking of students educated in the program, to identify the rate of those who

later become smokers need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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