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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날로 심해지는 대입경쟁으로 인해 입시 스트레스

서

론

증후군이 생겨나고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로 전통적 윤
리의 규명이나 가치관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약물남용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견되는 문제이나 특

인하여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약품 선호 현상이나 충동

히 청소년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그 이유

적인 자살, 성범죄, 폭행등의 다양한 반사회적인 문제

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즉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

행동이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기에 따르는 변화와 학교생활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

대부분 15～18세 사이에 약물사용의 첫 경험을 가지

해서 또는 호기심에 의하여 중독성 약물 사용의 유혹을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길홍 1989). Cohen과 Llein

받을 수 있으며, 시험공부를 위해 무분별하게 각성제를

(1972)은 약물을 처음 사용한 연령이 낮을수록 마약

사용하기도 한다(이경자 1988). 또한 사춘기가 점점

을 포함한 여러 약물에 중독될 위험이 높다고 했으며,

저연령화 되는 반면 고학력 풍토로 사회경제적 자립 연

담배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동안 습관적으로 흡연한 사

령이 고령화 되어 청소년 문제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람은 흡연량과 흡연기간의 증가로 금연이 어렵다고

핵가족화와 이혼, 별거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로 가정

(Hellman등 1983) 보고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약물남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용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성인 위주로 제작된 대중매체

있다. 흡연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청소년

로 인해 성적, 공격적인 면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으

흡연율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의 흡연율은 계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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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
의 흡연율은 1988년 40.4%에서 1991년 44.7%로 매
년 증가하고 있으며(한국금연운동 협의회 1991) 흡연
자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
고 이러한 흡연 시작연령은 차츰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
다(이영숙 1984). 청소년들이 흡연을 일찍 시작할 수
록 후에 금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흡연양이 더 많아
지게 되며, 담배와 관련된 질병에 더 많이 이환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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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Altman 1989).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가

히려 낙인을 찍어 더욱 약물을 남용하고 비행으로 가게

흡연을 시작하는 가장 위험(risk)한 시기이며(Kandel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김성이(1992)는 우리나라

과 Yamaguchi 1987) 초기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성

는 약물남용 청소년등을 보호 예방하는 구체적 대책이

인이 됐을때 흡연을 예측할 수있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소라고 한다(McKennel과 Thomas 1969；Green-

초기에 예방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

berg등 1987；Pederson과 Lefcoe 1987). 흡연과

면서 학교로 부터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통

건강에 관한 Surgeon General’s 보고서(Centers for

합적인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Disease Control 1994)에 의하면 일단 니코틴에 노출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사

된 후에 니코틴에 노출된자가 니코틴에 중독이 될 가능

회적 연계체제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실정

성이 헤로인 코케인 또는 알콜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종합적인 모

노출된 후에 중독될 가능성 보다 높다고 한다. 게다가

형이 개발, 제시 되어야 하며, 실제로 실험되어 그 효과

청소년에서 니코틴 중독은 근본적으로 성인과 같은 과

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계기관인 학교, 경찰서,

정을 따르게되며, 금단증상이 일어나고 금연에 실패하게

지역사회 정신 병원과 실질적 지원체계가 형성 되어야

되기 때문에(Centers for Disease Control 1994) 흡

한다고 했다.

연 청소년의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남용중에서

(National Cancer Institute 1990). 더우기 니코틴은

가장 광범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흡연문제

그 자체의 중독성 외에 다른 약물남용에 이르는 gate-

를 중심으로 하여 약물남용 학생의 예방 및 치료를 위

way 물질이다. 매일 흡연을 하는 12～17세 나이의 청

한 지역사회 정신병원과 학교의 협조 체계를 구축, 운

소년들은 비흡연 청소년 보다 15배 많이 졸업후 약

용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남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물남용에 이른다고 한다(US Public Health Service

보고, 나가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

1988). 또한 흡연을 하는 비행청소년들은 음주나 약물

남용 예방, 치료, 재활사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초자

남용을 많이하기(유영식 등 1984) 때문에 흡연이 후

료를 얻고자 한다.

기 청소년기에서 위험한 행동들(음주, 약물남용, 성비

연구대상 및 방법

행)의 예측 지표라고 한다(Newcomb등 1986). 이렇
듯 흡연은 청소년기에서 그 자체의 건강상의 유해성과
중독성의 문제가 크고 아울러 흡연이 다른 약물중독이

1.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
구대상학교의 선정

나 비행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
고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과소평가하는

성남, 하남, 광주지역 51개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경향이 있는 것같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이 흡연이

보내 학생주임, 양호교사,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사

나 약물을 남용할 경우 초기에 예방치료하는 프로그램

회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이 없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효과

들의 의견,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운영방

적이고 광범위한 약물의 예방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법, 소속학교의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남용 프로그램에

할 수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대한 참가의사, 과거 유사 교육프로그램에 참가여부 및

다른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정

만족도와 개선방향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 근신, 훈계등의 조치가 전부이다. 이러한 조치는 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광주, 성남 지역사회

벌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청소년 당사자를 위하

학교의 약물남용에 대한 필요한 대책과 필요로 하는 프

는 교육, 보호적인 접근책이 못되며, 학교내의 조치나

로그램의 성격과 운영방법을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참

사회적 조치의 내용이 교육적이고 보호적인 내용과 방

가 대상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광주세브란스 정신병원

법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내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학교

다(김성이 1992). 더우기 학교에는 치료 교육 프로그

프로그램의 운영방법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공문을

램이 없어서 처벌의 효과를 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

각급 학교에 보내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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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남지역의 5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속적으로 프

었다. 프로그램 세째날은 금연서약서 작성, 금연유지를

로그램에 매달 주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고 학교의 행정

위한 대책, 금연실패에 대비한 사전계획, 금연효과에

적인 뒷바침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성남지역의 1개

대한 집단토론, 흡연을 조장하는 친구의 압력 및 환경

남자 고등학교를 우선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본 지

에 저항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역활극 시연이 있었

역사회 청소년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 보

다. 프로그램 네째날은 교육참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

고자 하였다.

는 갈등을 다루워주기 위한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청

2.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및 내용
연구대상학교로 선정된 성남시 P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과 지도교사 및 학생주임, 광주세브란스 정신병원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학교 프로그램 담당자(정신과 전
문의)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방법등의 결정
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다. 협의결과, 학생들의 흡연문제
가 학교내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
으나 흡연학생에 대한 학교의 자체적인 효과적 교육 프
로그램이나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큰 어

소년들의 친구관계, 이성문제, 가족문제등을 집단상담
형태로 다루었으며 그외 프로그램 운영자 및 참가 학생
간의 운동경기 또는 음악(노래부르기)시간을 가짐으로
서 프로그램 인도자 및 참가 청소년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였다. 프로그램 다섯째날은
금연에 성공하기 위한 각자의 방법에 대한 발표 및 토
론,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교육, 교육 프로그램에 참
가하면서 느꼈던 유익한 점, 개선점, 앞으로의 각오등
에 대한 감상문 작성, 수료식등이 있었다.

3.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연구
설계 및 도구

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흡연문제를 지역사회 청
소년 약물학교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하였
다.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
생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학교
당국에 의해 광주세브란스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
에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동기와 자발성을 높여주
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학생에 대한 학교의 체벌(근신
또는 정학)을 주지않기로 학교당국과 사전약속을 하였
다.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은 교육의 효율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 기수당 5명에서 15명정도로 제한하였다.
약물학교는 매달 마지막주에 5일간 하루에 2～3시간
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약물학교의 운영기간은 1994년
8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1년 2개월이었다. 약물학
교의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의 원칙하에 토론위주로 진
행하였으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
고자 하였다. 약물교육은 학교에서 의뢰하는 학생이 주
로 흡연을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
육은 주로 담배에 대한 금연교육 위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첫째날은 학생평가 및 오리엔테이션,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디오 상영, 흡연
일지 작성법 교육을 하였고 프로그램 둘째날은 흡연이
가져오는 정신사회적 결과 및 금연의 정신적 신체적 효
과에 대한 교육과 비디오 상영 및 집단토의 시간이 있

1) 연구대상학교의 실태조사 및 도구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위해 우
선 연구대상학교로 선정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P 고등
학교의 흡연을 비롯한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 P 고등학교 학생중 16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
문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중에서 불성실하게 답
변한 14명을 제외한 총 146명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 설문지는 실태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담배, 술, 본드, 부탄가스, 기타 약물등의 경험여
부, 흡연 및 음주의 최근 1개월 동안의 경험여부, 흡연
과 음주에 대한 첫 경험시기, 시작동기, 습관적이 된 시
기, 금연시도 횟수등을 알아보는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
과 약물, 음주, 흡연에 대한 태도와 지식, 니코틴 중독
정도, 흡연의 원인, 가족기능, 가족결속력/적응력, 가정
에서의 문제, 친구와 관련된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등
에 관해 알아보는 척도 및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자들의 약물, 음주, 흡연에 대한 태도
와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구로는 김소야자 등
(1991, 1992)이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를 위해서
타당도 조사를 한 후 사용한 학생용 질문도구을 동일하
게 이용하였다. 다만 설문내용중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문항은 김소야자(1992)의 교사용 설문을 수정보

－ 179 －

완 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설문의 약물, 음주, 흡연에

FACES Ⅲ)를 사용하였다.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

대한 지식문항은 각각 32문항, 6문항, 4문항이었으며

score)란 1978년 Smilkstein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

각 문항에 대하여 예/아니오의 두 항목중 한 항목을 선

된 가족기능 측정도구로서, 1982년 신뢰도와 타당도가

택하게 하여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주어 합산하였

입증된 이래 가족기능 장애의 선별검사로서 사용되어

다. 약물, 음주, 흡연에 대한 태도문항은 각각 14문항,

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적용가능성이 입증된 바

10문항, 10문항이었으며 매우 그렇다/그저 그렇다/안

있다(윤방부와 곽기우 1985). Family APGAR는 모두

그렇다의 3개중 한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이들 세

5문항으로, 적응성(Adaptability), 협력성(Partnership),

항목에 대하여 각각 2점, 1점, 0점의 점수를 주도록 하

성장성(Growth), 애정성(Affect), 해결성(Resolve)을

며 약물, 음주, 흡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에 답할 수록

볼 수 있으며, 각 항목 별로‘아니다’0점,‘약간 그렇

높은 접수를 주어 합산하였다.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정

다’1점,‘그렇다’2점이므로 총점은 0～10점 까지의

도를 알아보기위해서 Fagerstrom Tolerance Ques-

범위에 있게 된다. 총점이 0～3점이면 중증의 가족기

tionnaire(Fagerstrom, 1978)를 사용하였다. Fager-

능 장애(가족기능이 낮은 군), 4～6점이면 중등증의 가

strom Tolerance Questionnaire는 총 8문항으로 되

족기능 장애(가족기능 중간군), 7～10점이면 가족기능

어있고 각 문항당 예시항목이 두 항목이면 0점이나 1

장애가 없는 것(가족기능이 높은 군)으로 예측한다. 즉,

점중에서 한 점수를 주고 예시항목이 3항목이면 0점에

APGAR 값이 클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서 2점의 점수중에서 한 점수를 주어 합산점수가 최저

있다. 가족 적응력 및 가족 결속력 평가척도(FACES

0점에서 최고 11점의 점수 분포를 보일 수가 있다. 점

Ⅲ)는 서컴프렉스 모형과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고안되

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중독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어 적응력 10개의 짝수 문항(통제 2, 훈육 2, 지도력

점수가 7점 이상이면 니코틴에 의존적일 가능성이 높

2, 역할 3, 규칙 1), 결속력 10개 홀수 문항(지지 2,

기 때문에 금연시에 금단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친구 1, 가족경제 2, 시간 1, 정서적 유대감 2, 흥미 1,

고 한다. 6점이하 이면 금단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

오락 1)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

다고 한다.

족 유형에 따라 가족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흡연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내가 흡연하고

(Olson등 1985). 가족 결속력이란 가족 구성원의 가

있는 이유를 묻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최

족 내의 분산 및 연결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가족

현림 등 1993)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설문은 흡

의 정서적 밀착성 즉,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를 나타

연의 원인 유형을 자극형(stimulant), 손장난형(finger

내며 각 문항당 느끼는 정도에 따라‘매우 만족’
하면

tip rolling), 즐거움과 편안함(pleasure and calming)

5점,‘그저 그렇다’
면 3점,‘그렇지 않다’
면 1점으로

을 추구하는 형, 스트레스 해소형(stress relieve), 육

계산하여 총 50점 만점으로 총점에 따라 정도를 나타

체 심리적 중독형(physical and psychological de-

낸다. 가족 적응력은 가족 체계의 변화 가능한 정도를

pendence), 습관형(habitual), 사교형(social)의 7가

표현하는 것으로 결속력과 마찬가지로 50점을 만점으

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당 세 문항의 질문문항이

로 총점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상황 및 발전 스트레스

있다. 긱 문항에 대해서 자주 해당되는 경우에는 5점,

에 대한 역할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며 권력 구조에

가끔인 경우는 3점,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1점을

대한 체계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주도록 하여 각 흡연의 유형에 해당하는 3가지 질문의

본 연구에서는 적응력과 결속력의 합산 평균점수를 사

점수를 합산케 하여 점수가 10～11점이상인 경우는

용하였다. FACES Ⅲ는 가족구성원 내의 역동적인 상

그 해당 유형이 답변자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호관계를 잘 파악하게 하고 가족체계내에서 단순하고

7점이하이면 이 항목이 답변자의 흡연에 영향을 주지

일차적인 속성보다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동

않는 요인이라고 간주하였다.

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뢰도와 타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기능지수(Family AP-

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임종한 1989).

GAR score)와 가족 적응력 및 가족 결속력 평가척도

친구와 관련된 문제,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실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Ⅲ, 이하

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차경수 등(1993)이 청소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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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지 중

음주정도, 어머니의 직업 유무, 방과후 친구들과 어울

에서 비행행위에 관한 설문내용에서 대인관계(친구)에

리는 시간, 학교내 또는 학교외 친구중 처벌받은 친구

관련된 문제들 6문항, 직업(학교)과 관련된 문제들 5

수, 음주 경험, 기타약물(본드, 부탄개스, 대마초, 마리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각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화나등)등의 남용여부가 흡연집단과 비흡연 집단간의

있는 경우에는 1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0점을 주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분류되었다. 즉 자녀가 외

각각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각 영역에 관련된

출시 부모가 이를 알고있을 수록, 부모가 음주를 하거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나 많이 할 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 수록, 학교 또는 학교

2)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평가 및 분석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위해서
1994년 8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에
연구대상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의뢰받아 교육을 마치고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33명의 학생들
을 실험군으로 하고, 비교군으로는 연구대상학교 실태
조사에 참여한 146명의 학생중 흡연경험이 있는 60명
의 학생중에서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에

외 친구들 중 처벌 받은 친구가 많을 수록, 음주경험이
있거나 최근 1달동안 음주를 하고있는 경우, 기타약물
(본드, 부탄개스, 대마초, 마리화나등)을 남용할 때 흡
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생활 수준이나 학교
성적, 공부시간정도, 종교모임의 참여 정도등의 요소는
흡연과 비흡연집단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연구대상학교 흡연군의 흡연 양태

서 중도 탈락한 학생 6명을 제외한 24명의 학생을 비

흡연군의 첫 흡연시기는 2년전이 32.8%, 3년전이

교군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

25.9%, 1년전이 17.2%의 순서로 많았다. 흡연동기는

램을 시작할 당시에 연구대상학교 실태조사를 위한 설

친구의 영향으로가 48.3%, 호기심이 44.8%로 제일

문조사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조사를 한후 교육후

많았다. 습관적 흡연시기는 6개월이 못되어서 32.2%,

8개월 후에 다시 동일한 설문지로 그 동안의 변화를

6개월에서 1년사이가 23.7%였으며 아직 습관이 돼지

조사하였다. 비교집단은 1995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하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2.2%를 차지했다. 최근 1

였고 8개월 후인 1995년 10월경에 다시 실태조사시

개월내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는 74.6%였고 25.4%만

사용했던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8개월동안의 실태

이 최근 1개월 이내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

변화를 알아보았다.

타났다. 금연시도 횟수는 2～3회가 34%로 제일 많았
고 다음으로 6회이상이 18.9%였으며 금연시도가 없었

4. 자료의 분석방법
통계학적 분석은 SPSS/Window(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6.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대

던 경우도 22.6%를 나타냈다(Table 2).

3. 연구대상학교 흡연군의 Fagerstrom 니코틴 중독
점수 및 흡연유형

상 학교의 실태는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나누어서 수
2

집된 자료가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χ -test, 연속변수

연구대상학교 흡연군의 Fagerstrom 니코틴 중독점

일경우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수는 3.16으로서 경계성 중독정도에 해당하였다. 흡연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위해 약물학교 교육

유형은 스트레스 해소형이 10.15로서 점수가 제일 높

프로그램 이수 전,후에 실험군 및 비교군의 변화를 수

았으며 사교형이 10.04로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2

집된 자료가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χ -test, 연속변수

그 다음으로는 자극형(7.59),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

인 경우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비교하였다.

하는 형(7.44), 손 장난형(6.30), 육체적 심리적 중독
형(5.45), 습관형(4.63)순이었다(Table 3).

연구결과

4. 연구대상학교의 흡연집단과 비흡연집단의 물질사
용(담배, 술, 기타약물)에 대한 태도, 지식 및 제반

1. 연구대상학교의 흡연 집단과 비흡연집단에서 인구
사회학적 변인 및 물질남용 실태
자녀가 외출시 부모의 인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사항에 관한 비교
연구대상학교의 흡연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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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and substance abuse status of smoking group and non-smoking group in the
studying school
Smoking group
No.(%)

Non-Smoking group
No.(%)

Sum
No.(%)

16.73(±0.69)@

16.89(±0.66)@

16.83(±0.67)@

2nd(junior)

43(29.5)

57(39.0)

100( 68.5)

3rd(senior)

17(11.6)

29(19.9)

46( 31.5)

Total

60(41.1)

86(58.9)

146(100.0)

Age(yr±SD)

χ 2 value

Grade

Economic status
6(10.0)

15(17.4)

21( 14.4)

Middle

High

42(70.0)

49(57.0)

91( 62.3)

Low

12(20.0)

22(25.6)

34( 23.3)

Total

60(41.1)

86(58.9)

146(100.0)

Parent’s recognition about children’s location
Recognize mostly

16( 26.7)

38(44.7)

54( 37.2)

Recognize sometimes

13( 21.7)

27(31.8)

40( 27.6)

Not recognize mostly

31( 51.7)

20(23.5)

51( 35.2)

Total

60( 41.4)

85(58.6)

145(100.0)

12.29***

Father’s alcohol drinking
5.2)

8( 9.3)

A little

Never drinking

42( 72.4)

3(

74(86.0)

116( 80.6)

11(

7.6)

Much

13( 22.4)

4( 4.7)

17( 11.8)

Total

58( 40.3)

86(59.7)

4(100.0)

31(36.5)

56( 39.2)

10.83**

Mother’s Job
Officer

5(

8.6)

5(

3.5)

Primary industry

25( 43.1)

No job

28( 48.3)

54(63.5)

82( 57.3)

Total

58( 40.6)

85(59.4)

143(100.0)

9.11**

School performance
High(above 30%)

10( 16.9)

15(17.4)

25( 17.2)

Middle(30-70%)

32( 54.2)

47(54.7)

79( 54.5)

Low(below 70%)

17( 28.8)

24(27.9)

41( 28.3)

Total

59( 40.7)

86(59.3)

145(100.0)

0.02

Duration of playing with friends after school
Below 30 minitues

17( 32.1)

26(35.1)

43( 33.9)

1 hour

13( 24.5)

35(47.3)

48( 37.8)

1-2 hour

10( 18.9)

12(16.2)

22( 17.3)

Above 2 hour

13( 24.5)

1( 1.4)

14( 11.0)

Total

53( 41.7)

74(58.3)

127(100.0)

49( 81.7)

81(94.2)

130( 89.0)

19.50**

No. of substance abuse friends
Absent
1

4(

6.7)

3( 3.5)

7(

2-3

6( 10.0)

2( 2.3)

8(

5.5)

Above 6

1(

1(

0.7)

Total

1.7)

60( 41.1)

8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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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46(100.0)

6.60*

Smoking group
No.(%)

Non-Smoking group
No.(%)

Sum
No.(%)

χ 2 value

No. of punished school friends
Absent

29( 48.3)

64(76.2)

93( 64.6)

1

11( 18.3)

15(17.9)

26( 18.1)

2

10( 16.7)

1( 1.2)

11(

7.6)

3

1(

1.7)

2( 2.4)

(

2.1)

Above 4

9( 15.0)

2( 2.4)

11(

7.6)

60( 41.7)

84(58.3)

144(100.0)

8( 13.3)

19(22.1)

27( 18.5)

Total

22.57***

Religious participation
Regular participation
Somtimes

15( 25.0)

30(29.1)

45( 54.1)

Never

37( 61.7)

41(47.7)

78( 53.4)

Total

60( 41.1)

86(58.9)

146(100.0)

60(100.0)

71(82.6)

131( 89.7)

15(17.4)

15( 10.3)

86(58.9)

146(100.0)

3.18

Alcohol drinking experience
Yes
No
Total

60( 41.1)

11.66***

Alcohol drinking experience during recent 1 month
Yes

35( 59.3)

7( 9.9)

42( 32.3)

No

24( 40.7)

64(90.1)

88( 67.7)

Total

59( 45.4)

71(54.6)

130(100.0)

36.05***

Other drug experience(bond, butane gas, marijuana etc.)
Yes

10(

No

28( 26.4)

Total
*p<.10,

**p<.05,

***p<.01

9.4)

10(
68(64.2)

38( 35.9)
68(64.2)
@year(±standard deviation)

9.4)

19.76***

96( 90.6)
106(100.0)

연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으며(p<.01) 담배(흡연)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구기간전 최근 1개월

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p<.05). 그러나 흡연집단과 비

간 흡연율이 41.7%에서 연구기간후에 64.3%로 증가

흡연집단 사이에 음주에 대한 태도, 약물에 대한 태도,

하였다.
최근 1개월내 음주경험은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

음주에 대한 지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친구문제(Friends

에서 교육전후의 최근 1개월간의 음주율의 변화는 없

problem)(p<.05), 학교문제(School prblem)(p<.05)

었다. 그러나 약물학교 비참여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가 많았다(Table 4).

의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최근 1개월내 음주경험율이

5.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과 비 참여군(비교군)에서
추적조사 연구기간 전후의 최근 1개월 동안의 흡

37.5%에서 55.6%로 오히려 증가하였다(Table 5).

6.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과 비 참여군(비교군)에서

연과 음주경험 변화의 비교

추적조사 연구기간 전후의 물질사용(담배, 술, 기
타약물)에 대한 태도, 지식 및 제반 문제사항에 관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에서 약물학교 교육후 추적

한 변화의 비교

조사시에 교육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최근
1개월내 흡연경험율이 감소하였다(p<.01). 약물학교 참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

여군(실험군)의 최근 1개월내 흡연경험으로 본 금연성

육 프로그램 이수후 추적조사시에 흡연에 대한 지식이

공율은 19.2% 였다. 그러나 약물학교 비 참여군의 최

낮아졌으며(p<.05) 학교문제가 적어졌다(p<.10). 약물

근 1개월내의 흡연경험은 추적조사 전후의 변화가 통

학교 비 참여군(비교군)은 추적조사시에 니코틴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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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oking status of smoking group in the studying school
Variables
Fist smoking
experience

Smoking motive

No.(%)
Recently
1 yr ago

10( 17.2)

Nicotine dependence score

2 yrs ago

19( 32.8)

Smoking type

3 yrs ago

15( 25.9)

4 yrs ago

4(

6.9)

5 yrs ago and far

4(

6.8)

Total

58(100.0)

Friends pressure

28( 48.3)

Total

58(100.0)

Before 6 month

smoking from 1st 6 month-1 yr
smoking
experience

19( 32.2)
14( 23.7)

3.16(1.87)

Stress relieve

54

10.15(3.94)

Social

54

10.04(3.76)

Stimulant

54

7.59(3.49)

Pleasure and calming

54

7.44(3.38)

Finger tip rolling

54

6.30(2.81)

Physical and psychological
54
5.45(2.79)
dependence
Habitual
54
4.63(2.06)
# Number of students who answered to Fagerstrom’s
Tolerance Questionare or Questionare which investigate smoking type among smoking group students.

5(

8.5)

연구대상학교의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흡

2-3 yrs

2(

3.4)

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물학교의 효과를 보기위한

Not yet habited

19( 32.2)

추적연구 결과를 고찰해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

Total

59(100.0)

회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및 방법에

44( 74.6)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during recent

No

15( 25.4)

1 month

Total

59(100.0)

0 time

12( 22.6)

1 time

8( 15.1)

cessation trial

32

Mean(SD)

1-2 yrs

Smoking experience Yes

No. of smoking

No.#

6( 10.3)

Resistance to parents
4( 6.9)
and teacher
Curiosity about smoking 26( 44.8)
Time of habitual

Table 3. Fagerstrom’s nicotine dependence score
and smoking type of smoking students in
the studying school

2-3 time

18( 34.0)

연구대상학교의 비흡연 집단과 흡연 집단 사이의 인
구사회학적인 변인 및 약물남용 실태를 보면 자녀가 외
출시 부모가 이를 모르고 있을 수록, 부모가 음주를 하
거나 많이 할 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 방과 후

9.4)

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 수록, 학교 또는 학

Above 6 times

10( 18.9)

교외 친구들 중 처벌 받은 친구가 많을 수록, 음주경험

Total

53(100.0)

이 있거나 최근 1달동안 음주를 하고있는 경우, 기타약

4-5 time

5(

물(본드, 부탄개스, 대마초등)을 남용할 때 흡연을 하
점수가 높아졌으며(p<.05) 친구문제가 적어졌다. 통계

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의 흡연에 있어서 부모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

와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결과라고

이 약물학교 비참여군과는 달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생각된다. 즉 약물남용의 한 종류로서 흡연은 일종의

추적조사시에 가족기능지수(Family APAGR score),

학습행동(learned behavior)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

가족결속력/적응력(FACES Ⅲ) 점수가 높아졌으며 친

소년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사회 집단으로서 이들의 일

구문제는 적어졌다. 그러나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과

상 생활과 관심이 청소년의 흡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비 참여군(비교군) 모두 추적조사후에 흡연에 대한 태

다고 할 수 있다. 약물남용으로 이끄는 친구의 압력에

도가 추적조사 전 보다 오히려 좀더 호의적 경향을 보

저항하는 기술 및 약물사용을 피하는 사회기술훈련에

였다(Table 6).

중점을 둔 학교에 근간한(school based) 약물남용 예
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20개 이상의 연구에서

고

찰

흡연율은 29～67%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알콜 및 마
리화나의 사용은 더 큰 비율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한다

흡연 청소년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

(Botvin 1986). 또한 학교에 근간한 약물 및 흡연 예

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실시한

방 프로그램에 동료와 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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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mparison of the attitude, knowledge and other variables about susbstance abuse between
non-smoking group and smoking group in the studying school
Non-smoking group
No.

Smoking group

Mean(SD)

No.

Mean(SD)

T-value(d.f.)

Attitude about smoking

81

5.17( 4.30)

57

10.09( 3.78)

-6.94(136)***

Attitude about alcohol

82

10.94( 3.58)

56

11.70( 3.33)

-1.26(136)

Attitude about drug

78

1.27( 1.94)

59

1.24( 1.65)

0.10(135)

Knowledge about smoking

82

3.10( 1.19)

59

3.47( 0.84)

-2.09(139)**

Knowledge about alcohol

82

3.68( 1.90)

58

3.34( 1.85)

1.05(138)
0.55(131)

Family APGAR#

75

4.79( 2.92)

58

4.52( 2.74)

FACES Ⅲ @

64

52.14(11.74)

56

46.95(12.73)

2.32(118)**

Friends problem

80

1.91( 1.43)

58

2.48( 1.72)

-2.13(136)**

1.25( 1.31)

-2.04(126)**

School problem
77
0.82( 0.97)
51
**p<.05, ***p<.01
#Family APGAR：Family Adaptability, Partnership, Growth, Affect, Resolve
@FACES 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Ⅲ

Table 5. The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experience during recent 1 month at pre and post follow-up studying
period in drug school participant group(experimental group) and non-drug school participant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re

Post

Control group
χ 2 value

Pre

Post

χ 2 value
1.81

Smoking experience during recent 1 month
Yes
No
Total

33(100.0)

10( 41.7)

9( 64.3)

0.0)

5( 19.2)

14( 58.3)

5( 35.7)

33(100.0)

26(100.0)

24(100.0)

14(100.0)

9( 37.5)

10( 55.6)

0(

21( 80.8)

6.93***

Alcohol drinking experience during recent 1 month
Yes

25( 75.8)

19( 76.0)

0.01

No

8( 24.2)

6( 24.0)

15( 62.5)

8( 44.4)

Total
***p<.01

33(100.0)

25(100.0)

24(100.0)

18(100.0)

1.35

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관성 음주의 한 증상으로서 흡연을 한다고 하였으며

동료와 부모에게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교육자를 돕는

Hynes(1989)는 흡연이 습관성 약물남용의 첫단계가

조력자로서의 역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매일 흡연을 하는 12～17세 나

(Glynn 1989).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워볼때, 청소년

이의 청소년들은 비흡연 청소년보다 15배 많이 졸업후

이 흡연을 하는데에는 부모와 친구의 영향이 크기 때문

약물남용에 이른다고 한다(US Public Health Service

에,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1988). 흡연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약

흡연 및 음주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과 자녀의 흡연에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담배보다 사회적으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부모에게 주지시키면

로 용인이 덜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게

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친구의 흡연에 대한 압력과 유혹

되는 경로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손쉽게 구해서 사용

에 저항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담배 또는 알콜로 부터 불법약물, 향정신성

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로 점차로 확산된다고 한다(Yamaguchi와 Kandel

부모나 동료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

1984). 이는 니코틴이 그 자체의 중독효과 이외에 다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른 약물남용에 이르게 하는 첫번째 gateway 물질임을

한편, 흡연군에서 음주 및 기타약물(본드, 부탄개스,

말해준다. 학교에 근간한 담배사용 예방 프로그램이 특

대마초등)의 약물남용이 많았다. Walton(1984)은 습

히 마리화나, 코케인 같은 환각 물질의 사용을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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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mparison of the attitude, knowledge and other variables of substance abuse between pre and
post follow-up studying period in drug school participant group(experimental group) and non-drug
school participant group(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No.

Mean(SD)

No.

Attitude to

pre

31

10.71( 3.35)

24

9.13( 4.29)

Smoking

post

22

11.41( 3.22)

17

10.06( 5.15)

t value
Attitude to
Alcohol drinking

-0.76

pre

31

post

22

t value

Mean(SD)

-0.63

11.32( 3.23)

23

12.41( 3.25)

17

12.09( 3.60)
11.35( 3.00)
0.68

-1.20

Attitude to

pre

33

1.09( 1.76)

24

1.50( 1.56)

Drug

post

24

1.67( 2.39)

17

1.53( 2.04)

t value

-1.05

-0.05

Knowledge about

pre

33

3.52( 0.76)

24

3.38( 0.97)

Smoking

post

25

2.84( 1.31)

17

3.18( 1.38)

t value

2.47**

0.54

Knowledge about

pre

33

3.03( 1.78)

23

3.78( 1.93)

Alcohol drinking

post

25

3.24( 2.17)

17

3.58( 2.09)

t value
Family

APGAR#

Score

pre

32

4.19( 2.29)

24

4.75( 3.22)

post

27

4.26( 2.80)

19

4.58( 4.25)

t value
FACES Ⅲ @

30

47.63(11.99)

24

44.58(11.9 )

post

18

52.06(13.66)

14

42.71(11.1 )
0.48

-1.17

pre

33

2.48( 1.90)

23

2.57( 1.50)

post

25

2.00( 1.60)

18

1.61( 1.42)

1.58( 1.39)

23

0.88( 1.14)

17

t value
School problem

0.15

-0.11

pre
t value

Friends problem

0.30

-0.41

1.02

pre

26

post

26

t value

2.07**

1.96*

1.29( 1.05)
-1.07

Nicotine dependance pre

20

3.70( 1.63)

10

Score$

18

3.94( 1.96)

7

post

0.91( 1.16)

-0.42
t value
*p<.10,
**p<.05,
***p<.01
#Family APGAR：Family Adaptability, Partnership, Growth, Affect, Resolve
@FACES 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Ⅲ
$ Fagerstrom’s Nicotine dependance score

1.80( 1.69)
3.43( 0.98)
-2.29**

수 있게 고안되었다면 역시 담배사용의 예방 뿐만이 아

청소년 학생들의 흡연을 억제함으로서 기타 더욱 심각

니라 이런 약물사용 예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 약물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로서,

고 한다(Errecart등 1991). 약물사용 예방에 관한 최

학교에 근간한 흡연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근의 보고서는 담배사용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접근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들이 역시 알콜사용과 다른 약물의 사용을 예방하는데

연구대상학교 흡연군의 흡연 양상의 결과를 보면 첫

도움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Botvin과 Botvin 1992；

흡연의 시기는 2년전과 3년전이 약 60%로 제일 많았

Hansen 1992；Tobler 1986).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으며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시기는 흡연한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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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약 56%로 제일 많았다. 또한 연구대상학교의 흡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친구들이 담

연군이 대부분 2학년 학생임을 감안하면 첫 흡연시기

배를 피우거나 권할 때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는 대부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임을 알

거절하거나 피하는 기술과 방법을 학생들이 습득케 하

수 있으며 대부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때 이미 습관

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의 의견은

적으로 흡연함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일찍 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이를 흡연

작할 수록 후에 금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더욱 많은

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면 흡연이 학습능력을 감소시킨

흡연을 하게 되고 더욱더 담배와 관련된 질병을 갖는

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

경향이 있다(Taioli와 Wynder 1991). 따라서 청소년

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완 호흡법이나 운동을 권

학생들의 흡연의 시작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 근간한 흡연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연구대상학교의 흡연집단과 비흡연집단 사이의 물질

흡연 시작이 가장 많거나(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사용에 대한 태도, 지식 및 제반 문제사항에 관한 비교

1학년) 또는 흡연시작 전에(중학교 1～2학년) 촛점을

결과를 보면 흡연집단이 비흡연군에 비해서 흡연에 대

두어 시작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

한 태도가 호의적이었고 담배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의 의견으로는 점차 국민학교 고학년 시기에 흡연을 시

친구문제, 학교문제등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학

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

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지

로는 국민학교 때부터 약물예방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식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중

계의 문제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력을 해소하기 위

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74.6%

한 방편으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한다.

나 되었고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중 77.4%의 학생이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흡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

금연시도를 1회 이상 하였고 6회이상 시도한 학생도

물학교 프로그램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

1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대분분

시키고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외에도 학생들이 부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 때문에 쉽게 담배를 시작하지만

딪히고 있는 당면문제들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

대부분이 1년이내에 습관성이 되고, 후에 금연의 시도

한 교육이 아울러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를 하지만은 쉽게 금연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흡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효

으로 보인다. 따라서 흡연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학생

과를 보기위해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과 약물학교

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흡연시작

비참여군(비교군)에서 추적조사 전후의 최근 1개월 동

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흡연의 예방교육 뿐아니라,

안의 흡연율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약물학교 참여군이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금연을 원할 때 효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 후 8개월 후에 추적조사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이 절

최근 1개월간의 흡연율이 교육하기 전보다 19.2% 감

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하였다. 반면에 약물학교 비참여군(비교군)은 통계적

연구대상학교 흡연군의 니코틴 중독정도 및 흡연 유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실태조사 후 8개월 후에 오

형을 살펴보면, Fagerstrom의 니코틴 중독점수는 평균

히려 최근 1개월 동안의 흡연율이 22.6%가 증가하였

3.16으로서 니코틴에 의존적으로 금단증상이 나타날

는데 이는 아무런 흡연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성이 많은 7점 보다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고

청소년 학생들에서 흡연의 자연증가율로 생각된다. 최

흡연유형은 스트레스 해소형과 사교형이 제일 높은 점

근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에 근간한 청소년을

수를 보였다. 이는 흡연학생들이 니코틴에 대해 신체적

위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흡연의 시작을 예방하는 중

인 중독상태에 있다기 보다는 환경과 친구의 영향을 받

요한 역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Botvin등 1980；

아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otvin과 Eng 1982；Glynn 1989；Hurd등 1980；

따라서 흡연학생들이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담배가 편

Pentz등 1989；Severson과 Lichtenstein 1986), 정

안함을 준다는 인식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과 스트레스

규적 흡연자(regular smoker)중에서는 흡연율이 감소

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습득케 하는 것이 필요

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고 추적조사 결과도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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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흡연자(regular smoker)가 실제로 흡연을 중지했

가가 없었는지는 추후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

는지 결정할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다고 한다

로 생각된다. 하지만 gateway drug으로서 청소년의

(Glynn 1989；Severson과 Lichtenstein 1986). Glynn

담배사용의 감소가 아울러 청소년의 음주, 약물남용,

(1989)은 학교에 근간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흡연을

비행행동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흥미

할 가능성이 많은 고 위험군(high risrk group)의 청소

있는 연구결과로 생각된다.

년들에게는 성공적이지 못하며, 현재 흡연하고 있는

흡연 청소년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

청소년들의 집단은 좀더 상이하고 보다 촛점을 맞춘

램이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던 요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집단

인을 분석해 보기 위해 약물학교 참여군(실험군)과 비

(harder to reach group)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참여군(비교군)의 연구기간 전후의 물질사용(담배, 술,

흡연 청소년군에서는 성인의 금연프로그램과 청소년

기타약물)에 대한 태도, 지식 및 제반 문제사항의 변화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결합함으로서 보

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약물학교 참여군이 교육 8

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

개월 후에 학교 문제가 적어졌으며(p<0.10) 약물학교

서 이러한 이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때, 현재 흡연

비참여군(비교군)과는 달리 가족 기능이 높아지고 친

을 하고 있는 학생을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지역사회 약

구문제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후 8개

물학교 프로그램에 참가케하여 흡연 교육을 시킨 후에

월 후에 약물학교 참여군의 흡연에 대한 지식이 낮아졌

8개월 후에 추적 조사해 비교해 본 흡연학생을 위한

으며(p<0.05), 흡연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호의적인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는 매우 고무적이

경향을 보였다. 약물학교 참여군에서 흡연에 대한 지식

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

이 낮아지고 흡연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호의적이었다

의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군이

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로 생각되었다. 이는 추적조사 8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 대상군 선정이 분명하

개월 간의 기간에 약물학교 참여군에서 흡연에 대한 관

였고,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금연교육을

심이 감소되고 오히여 비참여군에서 흡연에 대한 노출

실시할 수 있었기때문에, 기존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많아지고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지

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만,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추후 추적조사가 필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결과

주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의미있지는 않았지만 흡연

에도 불구하고 참여학생군의 흡연율이 감소할 수 있었

율의 변화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약물학교

다는 점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금연을 생각하게 하

참여군(실험군)은 교육 전후 8개월 동안에 최근 1개월

는 주된 이유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건강 위

동안의 음주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약물학교 비참

험요소(health risks)라는 사실에 대한 높은 인지가 현

여군(비교군)은 실태조사 후 8개월 후에 오히려 음주

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가가 금연을 하게 할 만큼

율이 18.1% 증가하였다(Table 5). 한국인 알콜정신병

의 강한 인자는 아니라고 한다(Thambypillai 1987).

환자증 73.3%, 습관성 음주자중 64.3%가 흡연을 한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90%가 흡연이 건강에 위

다고 하며(이길홍 등 1971, 1973) 흡연을 하는 비행

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흡연이 그들 자신의 건

청소년들은 음주나 약물남용이 많기(유영식 등 1984)

강에 위협을 준다고 믿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때문에 흡연이 후기 청소년기에서 위험한 행동들(음주,

한다(Public Health Service 1976). 즉 건강 위험

약물남용, 성비행)의 예측 지표라고 한다(Newcomb등

(health risks)에 관한 지식이 청소년이 금연을 하게

1986). 따라서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한 지역사회 약물

하는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고 한다(Public Health

학교 프로그램에서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하지

Service 1976；Johnston등 1984). 본 연구에서도 약

는 않았지만 비교군에 비해서 음주율의 증가가 없었는

물학교 참여군의 교육후에 흡연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데 이러한 결과가 실험군이 교육전에 비교군에 비해서

낮아지고 흡연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 되었음에도 불

음주율이 이미 2배정도 높았기 때문에 음주율의 증가

구하고 금연율이 높아진 것은 학교 문제, 친구문제, 가

가 없었거나, 또는 흡연 교육의 영향으로 음주율의 증

족기능의 향상등으로 스트레스가 적어졌기 때문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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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교 참여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욕구가 낮아졌기

정도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 근래 흡연의 이유로서 스트레스

해서는 흡연 경험자가 교육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와 불안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기술되고 있지 않지만,

흡연 및 제반사항의 자연증감율의 변화를 통해서 약물

한 예방 프로그램이 불안을 극복하는 훈련의 도입을 보

학교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수는 있었던

고했으며(Botvin등 1980), 청소년의 삶에서 불안과 스

것 같다.

트레스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때 금연을 위한

요

프로그램의 성공을 증가시킨다고 한다(Tuakli등 1990).

약

본 약물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부딪치는 생활
상의 문제(가족, 학교, 친구등등)를 자유롭게 이야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중에서 가장

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2

광범위하면서 이에대한 대책이 부족한 청소년 흡연학생

～3시간 정도의 집단 상담모임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

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다. 본 프로그램이 가족이나

검증해 봄으로서, 지역사회 병원과 학교간의 협조 체계

학교선생님들의 참여없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

를 구축, 운용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치

교문제, 친구문제가 적어지고 가족기능이 향상된 것은

료, 재활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고안 시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가 당면한 문제를 큰 갈등을 갖지

청소년 흡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학교문제, 친구

램의 효과를 보기위한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연구대상

문제가 적어졌고, 가족과의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학교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P 인문계 남자고등학교를

가족기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

선정하고, 이 학교 학생중 무작위로 146명의 학생을

히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

선정하여 연구대상학교의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생들에 대해 충분한 정서 및 인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33명의 학생들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

을 실험군으로 하고, 연구대상학교 실태조사에 참여한

한 정서상의 문제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60명의 흡연집단 학생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4명의

이러한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력

학생을 비교군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실태

으로 작용하여 쉽게 흡연이나 음주, 기타 비행행동으로

조사 및 프로그램 실시 8개월 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실

빠지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시하여 그동안의 변화를 χ2-test와 t-test로 비교하고

대상으로 하는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및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할 때는 약물의 유해성에 관한 직접적인 교육 뿐 아니

1) 첫 흡연시기는 대부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

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상의 문제를 다루

교 1학년이었으며 대부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때 이

어 주고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울러 병행하는

미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학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들의 흡연의 시작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해서는, 학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흡연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교에 근간한 흡연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은 국

약물학교의 효과를 보기 위한 대조군을 선정하는데 문

민학교때부터 시작하는것이 필요하며, 늦어도 흡연 시

제점을 들 수 있다. 실험군은 연구대상학교의 규칙을

작이 가장 많은 시기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

위반하여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위탁 교육을 받은 학

학년 학생이나 또는 흡연을 시작하기 바로 전 시기인

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조군은 학교내의 현실 여건

중학교 1～2학년 학생에 촛점을 두어 시작해야 효과가

상의 제한과 위탁교육 학생 수의 제한 때문에 위탁교육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흡연학생의 약 80%가

학생중에서 선정하지 못하였고, 실태조사시 지금까지

1회이상의 금연시도를 하였으며 6회 이상 시도도 약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

20%를 차지하고 있었는 바, 흡연 학생을 위한 금연 프

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가 될 수 없었다는 점

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약물학교의 효과는 교육후 흡연

2) 흡연 청소년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

율 및 제반사항의 변화를 추적조사 하였기 때문에 어느

로그램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역사회 약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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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흡연학생들은 8개월 후의 추적
조사에서 최근 1개월간의 흡연율이 19.2% 감소하였고
니코틴 중독점수가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 1개월 동안
의 음주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서 약물학
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흡연학생은 실태조사
8개월 후에 추적조사에서 최근 1개월간의 흡연율이
22.6%가 증가하였고 니코틴 중독점수가 1.80에서 3.43
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최근 1개월 동안의 음주율
이 18.1% 증가하였다.
3) 흡연 청소년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약물학교 프
로그램에 참가한 흡연학생들은 교육 8개월후 추적조사
에서 교육전보다 학교문제가 적어졌으며, 약물학교 비
참여군과는 달리 가족기능이 높아지고 친구문제가 적
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흡연에 대한 지식은 낮아졌으
며 흡연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호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약물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 문제, 친구문제
의 감소, 가족기능의 향상 등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흡연에 대한 욕구가 낮아져서 흡연율이 감소 된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약물의
유해성에 관한 직접적인 교육 뿐 아니라 청소년이 가지
고 있는 심리, 정서상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울러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약물남용·청소년·지역사회·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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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mmunity Based Adolescent Drug Abuse Program
for Smoking Students
Do Hoon Kim, M.D., Kee NamKoong, M.D.,
Byoung Hoon Oh, M.D., Kye Joon Yoo,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community-based adolescent drug abuse program model to
prevent, treat and rehabilitate the adolescent drug abusers, which works by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hospitals and schools, by 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adolescent drug
abuse problem for adolescent smoking students since smoking is one of the most common adolescent
abuse problems in the community.
To gain the basic data for proving the effect of community drug abuse program for adolescent
smoking students, one male high school was selected as the studying school located in Seong Nam
city. Among this high school students 146 students were selected randomly to investigate drug abuse
status of this school. The experimental group was 33 students who participate in community-based
drug abuse problem and the control group was 24 students who were selected randomly among the 60
smok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investigating the drug abuse status in the studying school. The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ere reinvestigated of the drug abuse status eight months
after completion of community-based drug abuse program, and change during this period was
analysed with χ2-test and t-test.
The results and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The smoking onset time was ranged mostly from senior in middle school to freshmen in high
school and the most students smoked already habitually when they were freshmen in high school.
80% of smoking students had tried to quit smoking more than one time and 20% had tried to quit
smoking more than six times and failed. This data suggest that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must
be started as soon as possible for effectiveness of adolescent drug abuse program just before many
students start smoking and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smoking students is needed desperately.
2) The the community-based drug abuse program for smoking students was effective. The smoking
students who participate in drug abuse program(experimental group) showed 19.2% decline of recent
one month smoking rates eight months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but the smoking stu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drug abuse program(control group) showed 22.6% incline of recent one month
smoking rate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Fagerstrom’s nicotine dependance score and recent one
month drinking rates showed no differance between initial and 8 month follow-up investigatement,
but in the control group, the Fagerstrom’s nicotine dependence score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1.80 to 3.43 and recent one month drinking rates showed 18.1% incline after 8 month follow-up
periods.
3) The smoking students who participate in drug abuse program has less school problems and
increased family functioning and decreasing tendency of friends problems but less knowledge about
cigarettes and more permissive in attitude to smoking after eight months follow-up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community-based drug abuse program experienced
reduction of stress, which results in decline of smoking rates. Therefore, I think that the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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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hich deals with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of adolescents is needed as
much as direct education about the harmful effect of cigarettes in adolescent drug abuse program for
smoking students.
KEY WORDS：Drug abuse program·Adolescents·Community-based·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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