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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moking rate and the related factors to early 

smoking of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920 students in 3 high schoo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3 high schools in smaller cities of Gyeongsangbuk-do Province  from August to September 2003.

  Results: Of total respondents, 11.8% had experience of smoking.  Of those, 20.2% citied ‘curiosity’, 

9.0% cited ‘upon recommendation of friends’, and 6.2% cited ‘stress management’ as the main reason 

for their smoking. Separately, 53.1% responded ‘ habitually’ and 26.5% responded ‘stress management’ 

as the main reason for continuing smoking. Of total former smokers, 68.4% said 'worry about their 

health' as the main reason for quitting smoking. Of those who failed to quit smoking, 58.7% cited 

'weakness of will' as the main reason for their failure. Of total respondents, 10.8% were smoking 

currently. 'Smoking of family member'(p<0.01) and 'intent to smoke'(p<0.05)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to early smoking of the subjects.

  I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igher levels of stress' and 'smoking of family member' were 

significant related factors to early smoking.

Conclusions: Amid growing number of early smokers, it is imminent to identify the actual state of 

smoking among young peopl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smoking to prevent early smoking and 

discourage smoking.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assist early smokers in 

quitting smoking and prevent smoking among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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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1.5배 

증가하 으나, 담배 소비량은 1945년에 123억 8

천만 개피에서 1996년에 1,044억 5천만 개피로 

약 8.5배 증가하 다. 흡연량 증가가 시작되고 25년 

후에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

리나라 국민의 폐암 발생은 앞으로 격하게 증

가할 것이라는 것을 측할 수 있다[1].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 79.3%에 

비해 2000년에는 66%, 2004년에는 57.8%, 2006년 

말에는 48.3%로 감소하 고, 성인 여자의 흡연율은 

1980년 12.6%에 비해 2000년에는 3.0%, 2006년에는 

2.3%로 감소하 다[2,3]. 그러나 청소년 흡연율은 

성인과는 반 로 흡연시작 연령이 차 빨라지고, 

흡연율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 등학생조차도 

7.5%가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으며, 남학생의 

흡연율은 4학년 8.4%, 5학년 8.3%, 6학년 15.9%

이었고, 여학생의 흡연율은 4학년 2.2%, 5학년 

1.6%, 6학년 5.8%로 나타났다[4]. 1998년도에 흡

연시작 연령이 15세 이던 것이 2006년도 조사에

서는 12.5세로 낮아지고 있으며, 흡연자의 90%가 

25세 이 에 흡연을 시작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5,6].

  흡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담배구입 경

험이 있는 학생의 흡연율이 24.7%로 담배구입경

험이 없는 학생의 흡연율 13.3%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으며, 담배 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흡연율이 14.8%로 경험이 없는 학생의 

흡연율 7.5%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친한 친구의 흡연, 가족흡연자가 있는 경우, 

가정의 경제  수 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7]. 

  흡연의 유해성에 해서는 부분 인지하고 있

으나, 흡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는 인

식은 남자 학생이 1988년도에는 79.5% 으나 

2000년도에는 64.6% 고, 남자 고등학생은 1988

년도에 49.3%, 2000년도에는 34.6%로 나타나, 시

간의 경과와 연령의 증가에 따라 흡연에 의한 타인 

피해에 한 인식 수 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

나고 있다[7]. 청소년기의 조기흡연은 성인기의 

흡연여부와 흡연량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알려

져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의한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8]. 이와 같이 청소

년 흡연문제는 건강문제와 련된 심각성을 고려

할 때 매우 요한 보건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청소년 흡연 방을 한 방안

으로 법 , 제도  사회환경의 변화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청소년 흡연의 지표로서 흡연시

작연령과 흡연량 등을 지표로 삼고 있다[9,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흡연량과 더불어 요한 

지표로 두되고 있는 조기흡연정도와 조기흡연 

학생들의 흡연지속률  이와 련되는 요인들에 

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고등학생의 흡연율에 한 연구는 많이 이

루어져 있고, 연구의 질  수 도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황의 분석과 더불어 정교한 연구설계

에 의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개입연구들

도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7,11-17]. 선진국

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조기흡연 실태와 련요인

에 한 연구와 교육의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

[18-20]가 많으나, 우리나라에는 더욱 심각한 문

제인 학생들의 조기흡연에 한 연구는 미흡하여 

실태조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조기흡연 실태를 

분석하고 조기흡연을 유발하는 련요인을 악

하여 조기흡연을 방지하는 흡연 방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으며, 구체 인 

목 으로는 ․고등학생들의 조기흡연 경험률과 

조기흡연 학생의 흡연 지속률을 악하고, 조기

흡연 동기와 조기흡연 황을 분석하며, 조기흡연 

경험과 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연구 상은 구시 3개 인문계 고등학교 364명,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인문계 고등학교 각 1개

교씩 456명 등 총 920명의 학생을 상으로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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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기명 설문을 

하 으며 설문의 내용으로는 일반  사항  사

회경제  특성, 흡연에 한 지식  태도, 흡연

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한 지식의 정도, 

흡연량, 스트 스, 흡연시기, 흡연동기, 흡연 단 

노력, 교우 계, 흡연 상태(흡연경험여부, 지속  

흡연 여부, 흡연 시작연령)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기 하여 조사의 취지와 익명성 

보장에 한 설명을 10분 정도하고, 설문은 연구

진이 직  실시하며, 담임교사나 양호교사가 없

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흡연상태에 한 설문은 WHO[10]에서 제시한 

흡연기 을 번역하여 실시하 다. 흡연자는 조사

시 에서 흡연하고 있으며, 매일 는 가끔이라도 

흡연하는 학생이며, 비흡연자에는 과거 흡연학생

(ex-smokers: 과거에는 매일 흡연하 으나, 지 은 

 피우지 않는 학생)과 과거 기회흡연자

(ex-occasional smokers: 과거에 매일 피우지는 

않았으나, 총 100개피 이상 가끔 피웠던 학생)와 

비흡연자(never-smokers: 평생 동안  흡연하

지 않았거나 는 과거에 총 100개피 미만 피운 

학생)가 포함되었다.

  조기흡연의 정의는 만 13세 이하에 흡연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2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의 설문응답을 용이하게 하기 해 만 

연령 신에 등학교를 졸업하기 이 에 흡연한 

경우로 정의하 다.

  흡연에 한 지식은 담배가 건강에 항을 미

치는 내용을 심으로 13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

으며, 신뢰도 검정을 한 후 사용하 다. 지식

수는 옳은 답을 응답한 경우는 1 , 모르거나 틀린 

답을 응답한 경우는 0 을 부여하여 총 13 을 

만 으로 하 다. 지식에 한 13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0.73이었다. 흡연에 한 태도

수는 태도를 측정하기 한 설문문항 내용은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할 의향, 친구들의 흡연과 

흡연 권유 시 취할 태도, 담배 고  법  규제에 

한 태도, 교사의 흡연에 한 인식 등을 설문

하 다. 태도 수는 흡연과 련한 설문에서 

정 으로 응답한 경우는 1 , 부정 으로 응답하

거나 모르는 경우는 0 을 부여하여 총 13 을 

만 으로 하 다. 태도에 한 13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0.76이었다.

  스트 스 수 을 측정하기 하여 Frank와 

Zyzanski[22]가 개발한 간이 스트 스 측정도구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를 이용하 다. BEPSI의 5개의 폐쇄형 문

항에 응답자가 지난 한달 동안 생활하며 느 던 

정도를 리커트 척도법(Likert scale)에 따른 5  

만 으로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스트 스 수

을 평가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13.0 version) 통계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빈도와 교차분석  

조기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분석에 투입한 변수의 선정은 련성 분석과 

평균비교에서 조기흡연과 련성 있거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

변량분석을 시행하 다. 

결  과

 

  연구 상자는 구 역시 소재한 3개 학교 학

생 464명으로 체 상자의 50.4%, 소도시 지

역에 소재한 3개 학교 학생이 456명으로 49.6%

다(Table 1).

  연구 상학생의 특성에 따른 분포를 보면, 주

인 경제 상태는 ‘상’이 6.7%, ‘ '이 83.3%, '

하'가 10.1% 으며, 부모동거 여부는 '동거'가 

94.9%, 비동거가 5.1% 다. 학교생활에 한 만

족도는 ’만족‘이 28.4%, 불만족이 14.2% 고, 주

 학교성 은 상  30%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4.6%, 하  30%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6.7%

다(Table 2).

  상자의 조기흡연 경험률은 11.8% 으며, 흡

연동기에 한 복수응답 결과 ‘호기심’이 2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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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region and grade                             Unit: person(%)

Region School A School B School C Total

Daegu Metropolitan City 159( 49.5) 150( 50.5) 155( 51.3) 464( 50.4)

Mediun-sized City in 

Gyeongsangbuk-do Province
162( 50.5) 147( 49.5) 147( 48.7) 456( 49.6)

Total 321(100.0) 297(100.0) 302(100.0) 920(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o. of subjects            %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61 6.7

 middle               761 83.3

 low                       92 10.1

Living together with family 

  yes                   866 94.9

  no      47 5.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high     260 28.4 

  middle                     526 57.4

  low                   131 14.2

Student's school achievement

  higher rank within 30%          225 24.6

  middle rank 40%                446 48.7

  lower rank within 30%           245 26.7

not include non-respondents.

가장 많았고, ‘친구의 권유’가 9.0%, ‘스트 스 해

소’가 6.2%, ‘장난삼아’ 피운 경우도 6.1%나 되었

다. 지속 으로 흡연을 하는 이유에 해서는 ‘습

 때문에’가 53.1%로 가장 높았고, ‘스트 스 해

소’가 26.5%, ‘친구와 어울리기 해서’가 8.2%

다, 흡연 인 학생의 흡연시도 경험은 76.5%

다(Table 3). 

  흡연경험학생의 연 동기는 ‘건강 때문에’가 

68.4%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신분에 어 나므로’

가 20.0% 고, ‘처벌이 두려워서’는 4.2%로 아주 

낮았다. 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연실패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때문에’가 22.7% 고, ‘ 단 증상

‘이 14.7%,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4.0% 으며, 

’음주 때문에‘가 2.7% 다. 흡연경험 학생의 향후 

연계획을 단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 연계획

이 없다‘는 학생이 12.6% 으며, ’언젠가 연하

겠다’는 학생은 26.6%, ‘1개월 이내 연하겠다’는 

학생은 6.7% 다(Table 4). 

  상 학생의 재 흡연율은 10.8% 으며, 조기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의 재흡연율은 13.8%

고, 조기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의 재 흡연율

은 10.4%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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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o. of subjects         %

Early smoking 

    yes                             109 11.8

    no                           811 88.2

Reasons for smoking(multiple response)

curiosity                186 20.2

recommendation of friend               83 9.0

stress management      57 6.2

for fun          56 6.1

look like stylish    31 3.4

recommendation of friend    16 1.7

rebellious mind to adult 14 1.5

look like a grown-up                        7                 0.8

weight control                               2                  0.2

others 8 0.8

Reasons for continuing smoking of smokers

habitually  52 53.1

stress management 26 26.5

socializing 8 8.2

imitate adult behavior 6 6.1

others 6 6.1

Experience of quit smoking of smokers(n=98)

yes 75 76.5

no 23 23.5

Table 4. Reasons for quit smoking, failure and perception for quit smoking

   Variables                                        No. of subjects     %

  Reasons for quit smoking(multiple response)(n=190)

health problem                             130 68.4

bearing like a student                      38 20.0

     school achievement                                  11             5.8

fear for punishment                        8 4.2

other                                53 27.9

  Reasons of quit smoking failure(multiple response)(n=75)

       weakness of will                           44       58.7

recommendation of friend                         17 22.7

withdrawal symptoms                            11 14.7

not feel necessity                       9 12.0

smoking with drinking                     2 2.7

other                                11 14.7

Plan for quit smoking of smokers(n=222)

have no plan                      28 12.6

quit smoking someday                         59 26.6

quit smoking within one month                   15 6.7

immediately quit smoking                        34 15.3

already quit smoking                           86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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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between early smoking and current smoking

  Early smoking Total

  
yes no   

No.  %No.  % No.  %

Current

smoking

yes 15(13.8)  84(10.4)   99(10.8)

no 94(86.2) 727(89.6)  822(89.2)

Total  109(100.0) 811(100.0)  920(100.0)

Table 6. Associ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early smoking

 Early smoking

p-value
   Characteristics

yes no

No.  % No.  %

Family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4( 3.7)

87(80.6)

17(15.7)

 57( 7.1)

674(83.6)

 75( 9.3)

0.059

Presence of  smoking family member

   yes

   no

89(81.7)

20(18.3)

539(66.5)

272(33.5)

0.001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yes

   no

97(90.7)

10( 9.3)

731(91.6)

 67( 8.4)

0.74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high

   middle

   low

24(22.0)

63(57.8)

22(20.2)

236(29.2)

463(57.3)

109(13.5)

0.092

Student's school record

   high

   middle

   low

18(16.5)

54(49.6)

37(33.9)

207(25.7)

393(48.5)

208(25.8)

0.058

Intend to smoking

   yes

   no

24(23.5)

78(76.5)

118(15.3)

666(84.7) 0.028

not include non-respondents.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가족특성과 조기

흡연과의 련성에서 조기흡연을 한 경우 경제상

태가 ‘하’인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거나, 주  학교성 이 

낮은 경우에 조기흡연을 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조기흡연과 

가족  흡연자 여부(p<0.01)와 향후 흡연 의향

(p<0.05)이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Table 6).

  조기흡연 여부에 따른 스트 스와 흡연 련 지식 

 태도 수를 비교한 결과 스트 스 수는 조

기흡연을 한 경우가 10.9 으로 조기흡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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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의 10.0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05), 태도 수도 조기흡연을 한 경우가 

13  만 에 8.0 으로 조기흡연을 하지 않은 경

우의 8.7 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지식 수는 차이가 없었다(Table 7).

  조기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시행한 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스트 스 수가 높을수록, 

가족 에 흡연자가 있을수록 조기흡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고  찰

연구 상을 고등학생으로 한 것은 흡연여부에 

한 기명의 설문조사에 80% 이상 비교  정확하

게 응답한다는 기존의 연구[23]를 근거로 하 다. 

흡연동기가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7]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7. Stress, knowledge and attitude score by early smoking experience 

 Early smoking

p-value
 Variables

yes(n=108)

Mean±S.D.

no(n=812)

Mean±S.D.

Stress score 10.9±3.4 10.0±3.7 0.015

Knowledge score 9.1±2.5 9.3±2.7 0.522

Attitude score 8.0±3.1 8.7±3.1 0.034

Table 8.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early smoking

Variables Beta OR 95% CI

 Subjective economic ststus(reference=low)

       high

       middle

-0.781

-0.393

0.339

0.197

0.140-1.501

0.358-1.273

 Student's school record

 (reference=lower rank within 30%)

       higher rank within 30%

       middle rank 40%

-0.519

-0.146

0.595

0.864

0.310-1.144

0.528-1.413

 Attitude score -0.037 0.964 0.890-1.043

 Stress score 0.060 1.062 1.003-1.124

 Intend to smoke in the future(no=0, yes=1) 0.132 1.133 0.468-1.642

 Presence of smoking family member

 (no=0, yes=1)
0.756 2.130 1.250-3.630

 체 조 을 목 으로 하거나 잡지나 고를 보고 

흡연하는 비율은 상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지속 이유도 '습  때문에'가 가

장 많아 지속 인 학교 내․외에서의 연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하여 학교 외

에서도 지속 으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의 조성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흡연 방  연

교육이 필요함[24]을 알 수 있다. 한 흡연의 이

유를 스트 스 해소를 한 것으로 응답한 학생이 

체 응답자의 26.5% 는데, 이는 흡연을 하면 

스트 스가 해소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

거나 흡연에 의하여 일시 으로 스트 스가 해소

되는 것으로 느낄 정도의 독 상태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친구와 어울리기 하여 피우는 경우

도 많으므로 흡연하는 친구들을 같이 연교육에 

참가시켜 같이 연하도록 하는 략도 필요하다. 

한 흡연을 권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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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은 타인의 건강에 해를 주는 윤리 인 문

제도 발생시킨다는 을 강조하여 흡연과 련된 

개인 인 의사결정이 자신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교육해야 한다.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190명이

었으나, 흡연학생의 향후 연계획에 응답한 학

생은 222명으로 이 응답자 수를 기 으로 볼 때,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체 

흡연경험 학생의 86%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을 상으

로 조사한 Kang 등[23]의 연구에서 민감도가 

87.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응답률

이다.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의 연동기를 볼 때, 흡

연경험 학생들의 건강에 한 염려는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으며, 흡연 학생들의 연 교육 시 

건강에 유해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처벌이 

두려워서 연을 결심하 다는 학생은 4.2%에 

불과하여 처벌을 강조하는 일시 인 겁주기식 

연교육은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칫 반발심을 

유발하여 연권장에 부정 인 역할을 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신 하게 근할 필요가 있다. 

  연시도 학생의 연실패 이유  가장 많은 

것이 ‘의지가 약해서’ 는데, 이를 고려할 때 

연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기 효능감 강화나 

연의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상담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친구 때문에 

실패하 다는 경우가 22.7%에 달하여 친구의 권

유를 거 하는 방법에 한 교육과 친구나 래

들끼리 흡연을 권하는 분 기의 부정 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흡연하는 친구를 같

이 연 상담을 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는 흡연과 공변화 한다는 

연구가 많으나[25,26] 본 연구에서는 음주 때문에 

연을 실패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험 학생들의 향후 연계획에 한 문항

에서 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2.6%, 

언젠가 연하겠다는 응답이 26.6%로 약 40%에 

이르는 학생이 연에 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 연한 학생을 제외

하면 64.0%의 학생들이 단기 으로 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을 한 동

기를 제공하여 단기 으로 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 상자의 흡연율이 10.8%로 국 인문계 

고등학생 흡연율 약 20%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

는데, 본 연구에서의 상자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한정하 고, 농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기흡연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재흡연을 하는 

비율이 13.2%로 경험이 없는 학생의 10.5%에 비

하여 다소 높았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Figgs 등[27]이 주장한 조기흡연이 

성인흡연의 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인자라는 

결과와 직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조기흡연 학생의 86.8%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좀 더 장기 인 

추 찰에 의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의 흡연환경 에서 향을 가장 많이 미

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흡연이나 기타 가정  환경, 

친구의 권유, 호기심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7]. 

그러나 호기심에 의한 흡연의 경우는 단기간의 

소량 흡연을 하여 과거 기회흡연자(ex-occasional 

smoker)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부모의 흡연

이나 친구의 권유에 의하여 시작된 흡연은 주변

에 같이 흡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 상존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지속  기회흡연

(continuing occasional smoker)을 계속하다가 성

인이 되면 매일 흡연자(daily smoker)로 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그러므로 

부모의 흡연이나 가족  성인의 흡연은 청소년

기의 흡연뿐만 아니라 조기흡연에도 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한 학업성  우선의 풍토로 

인하여, 학업이 우선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흡연을 은연 에 묵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조기흡연 경험학생에서 향후 

흡연의향 비율이 조기흡연 미경험 학생에 비하여 

높아 조기흡연 경험이 향후 흡연의향과도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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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험 학생에 한 연  흡연 방교육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향후 흡연에 한 의향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

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기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스트 스 수가 

높고, 흡연에 한 태도 수는 낮게 나타나 흡연

이나 흡연을 한 환경에 해 우호 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흡연의 법 , 

사회 , 윤리  문제 과 담배 회사들의 매 

략 등 개인으로부터 사회 환경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해악을 부각시

키는 것이 개인  건강문제에 한 교육과 마찬

가지로 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자의 선정이 임

의추출에 의하지 못한 과 후향  조사에 의하여 

조기흡연과 련요인들을 조사하 기 때문에 이

와 련한 편이를 배제하기 어려웠다는  등이 

있다.  

  ․고등학생의 흡연 방이나 연교육에만 

을 맞추기보다는 조기흡연의 경험여부와 이들

의 향후의 행태에 하여 깊이 연구함으로써 조

기흡연 경험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조기흡연 경

험자들에 한 흡연 방과 연교육 방안을 개발

하는 것도 매우 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24]. 

국가별로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조기흡연을 감소시킴으로써 흡연시작연령을 지연

시키는 것이 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하여 선진국에서는 단력이 매우 취약한 등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회 으로는 흡연경고문구의 

표시, 인터넷을 포함한 고매체를 이용한 고

의 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결의 등을 통하여 공공장소와 공공기 에서의 흡

연제재 강조, 청소년과 어린이가 흡연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조치의 권고, 흡연 방과 

연 로그램의 개발에 문가들의 참여 권고, 국

가수 의 흡연제재장치의 모니터링과 이들 모든 

활동들의 효율  추진을 한 국가 간의 조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기 인 국규모의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흡연의 실태를 정확하게 

악하고 이를 토 로 청소년 흡연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 건강행태를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흡연경고문구 표기, 고  

활동의 지와 제한, 담배 자 기의 설치 제한, 

공 이 이용하는 시설의 연구역 리, 19세 미

만자에게 담배 매 지 등의 흡연제재를 취하고 

있다[3,28]. 그러나 13세 이 에 흡연을 시작하는 

조기 흡연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학생의 흡연 방을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

과 용은 체계 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학생들의 흡연을 조기에 방하고 흡연시

기를 연장시켜 늦추는 것은 매우 요하고 시 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시청각 보건교육과 토론 

등을 실시하여 조기흡연을 방하고 패치 등의 

연도구  연침 등을 통한 연을 한 실질

이며 구체 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  약

  구 역시 3개 인문계고등학교 364명,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인문계 고등학교 각 1개교씩 456명 

등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920명을 상으로 2003

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기흡연 경험률과 련 요인을 분석하

고자 연구를 시행하 다.

  상자의 조기흡연 경험률은 11.8% 다. 흡연

동기에 한 복수응답결과 ‘호기심’이 20.2%로 가

장 높았고, ‘친구의 권유’가 9.0%, ‘스트 스 해소’

가 6.2% 다. 지속 으로 흡연을 하는 이유에 

해서는 ‘습  때문에’가 53.1%로 가장 높았고, ‘스

트 스 해소’가 26.5%, ‘친구와 어울리기 해서’

가 8.2% 다. 

  흡연경험 학생의 연 동기는 ‘건강 때문에’가 

68.4%로 가장 높았으며, 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연 실패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58.7%로 가장 높았다. 흡연경험 학생의 향후 

연계획에 한 설문 결과 ‘ 연계획이 없다’는 학

생이 12.6% 으며, ‘언젠가 연하겠다’는 학생은 

26.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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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학생의 재 흡연율은 10.8% 으며, 조기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의 재흡연율은 13.8%

고, 조기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의 재 흡연율은 

10.4%로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조기흡연과 가족  흡연자 여부(p<0.01)

와 향후 흡연 의향(p<0.05)이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조기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시행한 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스트 스 수가 높을수록, 

가족 에 흡연자가 있을수록 조기흡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조기흡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기

흡연의 실태를 악하고 련요인을 밝  조기흡

연을 방함으로써 흡연율과 흡연시작연령을 연

장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조기흡연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속  흡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학교 내․외에서 용할 수 

있는 등학생에 합한 흡연 방  연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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