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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dolescents’ substance abuse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substance use.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e tota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1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t a local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2nd to November 5th, 2004 and analysed by
Frequency, xM est，Mest，ANOVA, and Scheffe test Using the SPSS PC+ 12.0 window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or the last year, 7.5%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11.3%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34.5%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had a smoking experience.
And 30.7%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52.8% of the high school students, 67.5%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had a drinking experience. In term of drug using
for last 1 year, 2.4%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3.0% of the high school students,
3.9%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had a drug using experience.
2. In the mean score of smoki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15.08, the high school

1)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지원에 의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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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ere 15.71，and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ere 19.86,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F= 102.217, p=.001) In the mean score of
drinki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14.08,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15.72，
and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ere 18.69，and the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F= 135.437, p = •ᄋ00). In the mean score of drug use,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14.44,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14.37，and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ere 14.46, and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F=0.243,
p=.784).
3. In terms of the smoking level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f=36.096, p = •ᄋ이)，number of siblings (F=
3.186，p=.023), economic status (F=5.269, p = ■ᄋ이)，parents’ living together (F=5.285,
p=.001), father’s educational status (F=7.534, p = 0 이 )，mother’s educational status
(F=8.707, p=.001), father’s job (F=4.611, p=.001), and mother’s job (F=3.477,
p=.004). In terms of the drinking level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performance (F=5.138, p = ■ᄋ이)，
economic status (F=5.369, p=■ᄋ이)，parents’ living together (F=3.593, p=.003), father’s
educational status (F=5.831, p=.001), mother’s educational status (F=8.547, p=.001),
father’s job (F=5.459, p=.ᄋ이)，mother’s job (F=2.316, p=.041). In terms of the drug
using level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x (f= 10.419,
p=.001), siblings numbers (F=3.841, p=.009), economic status (F=8.617, p=.0이 )，
parents’ living together (F=2.763, p=.017), mother’s educational status (F=2.878,
p=.035).
Thu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s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moking, drinking
and drug using experience among the middle, high, and va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adolescents are offered drug prevention program based
on their grade or substance using level.
Key word : Adolescents, Substance Abuse

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물질주의와

론

향락 및 퇴폐풍조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전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입시위주

1. 연구의 필요성

의 교육제도와 가족 및 인간관계의 단절 등으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현대의

서，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신

청소년들은 더욱 심각한 가치관의 갈등과 문

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는

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역할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보다

혼란과 정체감 혼란으로 고통을 받거나 적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청소년 물질남용 문

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고립에 빠지기 쉬우

제이다. 성인과는 다르게 청소년 물질남용 문

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또한

제는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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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물질 사용과 남용이 청소년 문제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다각적인 치료 및 예

행동의 시발점이 되며, 성인에 비해 더 빠른

방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속도로 남용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이중진단과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물질남용 문제를 해결하

복합적 물질 사용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배현

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옥，1999).

고려하고, 이에 근거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청소년 물질남용 문제는 이 시기에 발

( 조학래, 2003), 이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서

생하는 주요 사망 원인들인 교통사고，타해 및

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자살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

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니라(Jeffe & Smith, 2002)，성관련 문제들，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도시의 청소년을

소년 비행 및 범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대상으로 물질남용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Brown, 2002),

이에 따른 예방대책과 물질남용 청소년들의

청소년 물질남용은 청소년 숫자의 증가뿐 아

치료 및 재활 대책을 제시함으로서，지역 내의

니라 물질남용이 가져오는 다양한 일탈행동의

청소년의 약물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치

문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

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에 놓여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물질남용 실태에 대

목적이 있다.

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 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청소년의 경우，술 70.5%, 담배 29.2 %，

2. 연구 목적

흡입제 2.1 %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소년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경우，술 91.5%, 담배 93.5%, 흡입제

30.5%, 각성제 11.3%, 기타 마약류 11.0%를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나. 대상자의 물질남용 실태를 파악한다.

1) 흡연，음주，약물( 본드，가스，각성제，마

에는 흡연, 음주이외의 약물인 항정신성 의약

약 등) 사용실태를 파악한다.

품으로 분류되는 살 빼는 약，잠 안 오는 약，

2) 흡연，음주，약물( 본드，가스，각성제，마

수면제, 진통제 등의 마약류에 포함된 환각물

약 등) 사용정도를 파악한다.

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 술，담

있어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80% 가 청소년층이
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현정，홍성도，정유숙，

배，약물)사용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박현주，최상섭, 2001). 이와 같이 청소년 물질
3. 용어 정의

남용의 문제의 확산, 하향 연령화 및 사용 물
질의 다양화 등의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가. 청소년

있으며, 청소년들이 물질 사용을 일상적인 행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까지이며，성 특징에

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따른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하며 성인의 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최영신，2004).

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물질남용을 초

역할과 이성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결
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행동기

래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준으로서의 가치 및 윤리 체계를 확립하는 시

청소년 물질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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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Havighurst， 1972). 본 연구에서는 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여 약에

도시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약국에서 어느 약이건

의미한다.

자유롭게 사서 복용할 수 있고，또 근래에는
값이 싸고 구하기가 용이한 유기용제 흡입이

나. 물질 남용

청소년층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물질 남용은 항 정신적 약물을 의료적 처방
없이 지속적 혹은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개
인 생활의 모든 면에 그 영향이 파급되는 불
법적 행동이며 사회와 그 제도의 기능 저하를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빈， 1992).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물질사용경험，
빈도 및 양을 측정하는 도구와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1993)에서 개발한 청소년 약물사용
정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파악한 흡연, 음주
및 기타 약물을 사용한 실태와 정도를 의미한
다.

청소년들의

물질남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김소야자 등, 1994).
청소년 물질 사용의 문제는 한 번 시작된 물
질사용이 궁극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물질
에 의존하게 되는 습관성이나 중독성을 띄게
된다는 점이다( 최남희, 1997). 뿐만 아니라 청
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속도가 빠르고 30 세 성
인남성의 경우 8-10 년，15세 청소년의 경우는
감정조절 실패가 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속도
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
청소년학회，1996). 결국 문제가 심각해진 상

n . 문헌 고찰

태의 청소년은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한다 . 따
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행되기 전에 청소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
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스트레스에 매우 취약

년들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극복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

하고 약물의존에 취약성이 있는 시기이다. 이

도록 가정과 학교，사회의 관심과 격려 및 예

는 청소년기가 기분 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

방적 중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김귀

이 높으며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
회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며 독립성을 찾
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동시

분，이경호, 1999).
우리나라 청소년의 물질 남용 실태를 살펴보
면, 한국청소년학회(1996)는 청소년층의 15.5%

에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인 약 150 만명이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Connelle, 1974).

고 보고하였으며，강정아 등<1995)의 연구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는 물질남용의 최초사용시기에 있어서 조기화

들의 정서적 갈등은 스스로의 노력과 이해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질을 혼합 사용하

서 해결하기보다는 물질사용의 유혹을 이기지

는 경향이 있고，물질사용의 경험이 있을수록

못하고 이에 의존하여 물질 남용의 행동을 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지각을 자주

듭하도록 만든다( 이경호，1999). 청소년층의

하는 등의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이 있는 것

물질남용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할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윤수，이혜리와 강윤주

정도로 확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

(1998)의 서울 시내 일부 중 • 고등학생을 대

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약과 쉽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률이 17.1%

일 도시 청소년의 물질남용 실태조사

( 남 : 27.5%, 여: 8.3%), 현재 음주율이 29.4%

증상이 있으며，가치체계나 다양한 문제 행동

( 남 : 34.0%, 여: 16.6%), 수면제 및 각성제 사

과 관련된 행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

용 경험률은 각각 4.0%( 남: 4.7%, 여: 4.4%),

12.1% ( 남: 7.0%, 여: 16.6%)이었다. 그리고

m. 연구방법

본드，가스，유기용제 등 흡입제 사용 경험률
은 각각 1.3%( 남: 2.5%, 여: 0.4%), 0.8%( 남:

2.0%, 여: 0.2%), 1.0%( 남: 1.4%, 여: 0.6%)

1. 연구 설계

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소야자，
본 연구는 일 도시 청소년의 물질남용 실태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1993) 의 연구에서도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술 50.0%, 담배 27.0%, 본드 2.5%로 나타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술，담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배, 각성제，수면제，흡입제의 순이었다.
청소년 물질남용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본 연구는 2004 년 10월 22 일부터 11월 5 일

연령의 하향화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으며,

까지 도시 5 개구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5 개

일단 물질을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중독화 된

교 1，2, 3 학년 학생 908 명(학년 당 2 개 학급，

다는 점이며，약한 물질에서 시작하지만 차츰

총 6 개 학급, 전체 30 개 학급)과 인문계 고등

더 강한 물질로 빠르게 진행되고 여러 물질을

학교 4 개교 400 명(12 학급)，실업고 고등학교 4

복합적으로 남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물질남

개교 406 명(12 학급)，총 2 ，
160명을 대상으로

용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현실 판단 능력이나

본 질문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제력을 상실하여 공역행위나 범죄행위를 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지를 가능성이 높고，성인기 각종 성인병을

수락한 자로 하였다.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내성의 발생으로 약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각 구에서 중

물의 용량을 증가시켜 나가다가 치사량에 이

학교와 고등학교 한 학교를 임의 표출하여，대

르러 사망 또는 중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

상 학교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치명적 사고 및 자살 등을 유발한다(윤명숙，

고 교장 선생님과 보건교사의 협조를 부탁하

1993).

였다. 조사대상 학교에서는 각 학년마다 2 개

보건복지부(1996 )는 청소년 물질 남용의 원

학급( 남，여)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

인을 사회적, 인지적, 성격적，약물학적, 행동

급 학생 전원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각 학급

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물질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또래나 부

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

모의 영향 등이 있고，인지나 태도 요인은 물

기 기입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질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물질

2，
160부 가운데 일부 항목에 기입이 누락되었

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물질 사용이 정상

거나 같은 번호에 일률적으로 표시된 설문지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특징적인 성격

를 제외한 1，
기 4 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

으로서, 낮은 자존심과 불안，우울 등을 들 수

하였다.

있겠고，약물학적 요인으로 의존성，내성，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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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값이 .742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7문항，물질( 술，담배，약물)의 사용

4. 자료 분석 방법

경험，양과 빈도 11문항, 흡연정도 14문항, 음
주정도 13문항, 약물의 사용정도 14문항，총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물질남용 경험,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빈도 및 양은 빈도，백분율 및，x2 검증으
로 분석하였다.

가. 청소년 물질 사용 경험, 빈도와 양

나. 대상자의 물질남용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본 연구자가 참고문헌과 선행 연구들을 참
고하여 청소년의 물질( 술, 담배，약물)사용 경

차 및 ANOVA 로 분석하였다.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술，담배,

험과 사용 양 및 빈도에 관하여 예비조사를

약물)사용 정도의 차이는 r-test，ANOVA

거쳐 제작한 11문항의 도구이다.

및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나. 청소년 흡연정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

IV. 연구 결과

지부(2003) 에서 사용한 청소년 흡연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4문항으로 구성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 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14점에서 56 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하며,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값이 .932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교, 성，형
제자매 수，학교성적，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
정의 경제적 상태，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등을 학교 등으로 살펴보았다< 표 1>

다. 청소년 음주정도

연구 대상자 중 중학교가 53.0%로 가장 많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
지부(2003 )에서 사용한 청소년 음주측정 도구

았으며，인문고와 실업고가 각각 23.3 %와 23.7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3문항으로 구성된

% 이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남

4 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52 점으

학생 44.3 %，여학생 55.7% 이었으며, 인문고는
남학생 42.8%, 여학생 57.3% 이었고，실업고는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정도가 높은 것을 의

남학생 40.1 %，여학생 59.9 %로 나타나，전체

미하며，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조사대상자 중 여학생은 57.1%, 남학생은 42.9

alpha 값이 .911 이었다.

% 이었다.
라. 청소년 약물사용정도

형제자매 수는，중，고등학생 모두 2 명인 경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

우가 가장 많았고(56.4%, 56.0%, 52.5%), 그

지부(2003) 에서 사용한 청소년 약물사용 정도

다음이 3 명의 순이었다(28.9%, 28.0%, 28.1%).

를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4문

학교 성적에 대해，중, 고등학생 모두 중위권이

항으로 구성된 4 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37.6%，53.8%,

14점에서 56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사용

53.4%), 그 다음이 중하위권 (28.1%,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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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714)
임바적 특성
1학년
2학년
3학년
성별
남학생
여학생
1명
형제자매수
2명
3명
4 명이상
학교성적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부모와의 동거 부모함께
별거중
이혼
부만생존
모만생존
부모사망 및 기타
매우 넉넉한 편
가정경제
넉넉한 편
보통
어려운 편
매우 어려운 편
부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모르겠다
모 학력
중졸이 하
고졸
대졸이상
모르겠다
부모직업유무 모두 있음
부만 있음
모만 있음
모두 없음
단순생산직
부직 업
사무직
자영업 및 사업
전문직
무직
기타
모직 업
단순생산직
무직
자영업 및 사업
전문직
무직
기타

학년

중학교
N(%)
325(35.8)
251(27.6)
332(36.6)
402(44.3)
506(55.7)
56( 6.2)
512(56.4)
262(28.9)
78( 8.6)
23( 2.5)
116(12.8)
341(37.6)
255(28.1)
173(19.1)
836(92.1)
15( 1.7)
26( 2.9)
6( 0.7)
13( 1.4)
12( 1.3)
11( 1.2)
80( 8.8)
587(64.6)
204(22.5)
26( 2.9)
47( 5.2)
312(34.4)
478(52.6)
71( 7.8)
55( 6.1)
448(49.3)
313(34.5)
92(10.1)
842(92.7)
42( 4.6)
9( 1.0)
15( 1.7)
174(19.2)
337(37.1)
227(25.0)
52( 5.7)
11( 1.2)
107(11.8)
52( 5.7)
154(17.0)
160(17.6)
27( 3.0)
435(47.9)
80( 8.8)

-

인문고
N(%)
203(50.8)
197(49.3)
-

171(42.8)
229(57.3)
36( 9.0)
224(56.0)
112(28.0)
28( 7.0)
1( 0.3)
33( 8.3)
215(53.8)
97(24.3)
54(13.5)
364(91.0)
8( 2.0)
10( 2.5)
6( 1.5)
10( 2.5)
2( 0.5)
6( 1.5)
61(15.3)
270(67.5)
57(14.3)
6( 1.5)
26( 6.5)
158(39.5)
201(50.3)
15( 3.8)
48(12.0)
218(54.5)
116(29.0)
18( 4.5)
370(92.5)
16( 4.8)
8( 2.0)
3( 0.8)
70(17.5)
138(34.5)
110(27.5)
25( 6.3)
10( 2.5)
47(11.8)
34( 8.5)
58(14.5)
69(17.3)
8( 2.0)
201(50.3)
30( 7.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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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
N(%)
214(52.7)
192(47.3)
-

163(40.1)
243(59.9)
32( 7.9)
213(52.5)
114(28.1)
47(11.6)
7( 1.7)
34( 8.4)
217(53.4)
96(23.6)
52(12.8)
331(81.5)
17( 4.2)
31( 7.6)
4( 1.0)
12( 3.0)
11( 2.7)
22( 5.4)
102(25.1)
228(56.2)
49(12.1)
5( 1.2)
68(16.7)
208(51.2)
96(23.6)
34( 8.4)
81(20.0)
250(61.6)
42(10.3)
33( 8.1)
366(90.1)
20( 4.9)
9( 2.2)
11( 2.7)
136(33.5)
78(19.2)
112(27.6)
9( 2.2)
13( 3.2)
58(14.3)
60(14.8)
41(10.1)
87(21.4)
4( 1.0)
176(43.3)
38( 9.4)

계
N(%)
742(43.3)
640(37.3)
332(19.4)
736(42.9)
978(57.1)
124( 7.2)
949(55.4)
488(28.5)
153( 8.9)
31( 1.8)
183(10.7)
773(45.1)
448(26.1)
279(16.3)
1531(89.3)
40( 2.3)
67( 3.9)
16( 0.9)
35( 2.0)
25( 1.5)
39( 2.3)
243(14.2)
1085(63.3)
310(18.1)
37( 2.2)
141( 8.2)
678(39.6)
775(45.2)
120( 7.0)
184(10.7)
916(53.4)
471(27.5)
143( 8.3)
1578(92.1)
81( 4.7)
26( 1.5)
29( 1.7)
380(22.2)
553(32.3)
449(26.2)
86( 5.0)
34( 2.0)
212(12.4)
146( 8.5)
253(14.8)
316(18.4)
39( 2.3)
812(47.4)
148( 8.6)

xV )
386.748(.001)*

1.956(.376)
9.278(.159)

52.358(.001)*

43.454(.001)*

106.460(.001)*

130.850(.001)*

129.649(.001)*

8.439(.208)

77.224(.001)*

46.6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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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 이었으며，하위권，중상위권, 상위권의

17.5%, 전문직 6.3%, 무직 2.5% 순이었다. 또

순서로 나타났다(.r2=52.358 ，尸 .0이 ).

한 실업고는 단순생산직 33.5%, 자영업 27.6 %，

중，고등학생 모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무직 19.2%, 무직 3.3%, 전문직 2.2% 순으

학생이 가장 많았고，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실

로 보고하였다(x2=77.224，p=.001). 모의 직 업

업고 가 7.6 %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2.9%，

유형을 살펴보면，중학교의 경우 자영업 17.6%,

인문고의 2.5%의 순이었다. 별거중인 경우는

사무직 17.0%，인문고는 자영업 17.3%，사무

실업고가 4.2 %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고 2.0%，

직 14.5%, 실업고는 자영업 21.4 %，단순생산

중학교 1.7% 순이 었다(x2=43.454,/)=.001).

직 14.8%, 사무직 10.1% 순으로 보고하였다

(x2=46.628, />=.001).

가정의 경제상태가 보통이다고 응답한 학생
이 가장 많았으며(중학교: 64.6%, 인문고: 67.5%,

2. 연구 대상자의 물질남용 실태

실업고고: 51.2%), 중학교는 어려운 편(22.5%),
넉넉한 편(8.8% )의 순이었고，인문고와 실업고

가. 물질 사용 경험

는 넉넉한 편과 어려운 편의 순으로 응답하였

연구 대상자의 물질 사용 경험에 관한 실태

다(x2=106.460，/7=.001).

는 < 표 2 ，그림 1>과 같다.

아버지 학력은 중학교는 대졸이상 52.6%,

지난 1년간 흡연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고졸 34.4 %，중졸 이하 5.2% 의 순이었으며，
인문고 는 대졸이상 50.3%, 고졸 39.5%, 중졸

실업고가 34.5%로 흡연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

이하 6.5% 의 순이 었고，실업고는 고졸 51.2 %，

며，인문고 11.3%，중학교 7.5 % 의 순이었다

대졸이상 23.6 %，중졸 이하 16.7% 의 순으로

(:v2= l67.589，尸 .001). 또한 지난 1년간 음주를

나타났다(.r2=130.850 ，p=.001). 어머니의 학력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실업고가 67.5%

은 중학교는 고졸 49.3 %，대졸이상 34.5%, 중

로 음주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인문고가 52.8%

졸이하 7.8%의 순이었고 인문고는 고졸 54.5 %，

로，인문계, 실업고 모두 전체 학생의 과반수

대졸이상 29.0 %，중졸 이하 12.0% 의 순이었

를 넘어섰으며, 중학교의 음주경험률도 30.7%

으며, 실업고는 고졸 61.6%，중졸 이하 20.0%,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x2= l67.596，/^.OOl).
그리고 지난 1년간 본드를 비롯한 각성제，

대졸이상 10.3%의 순이었다(x2= 129.649，p=

수면제，대마초 및 마약류 등 약물류에 대한

.001).

중，고등 학생 모두 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실업고가 3.9 %로 경험

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경

율이 가장 높았고> 인문고 3.0%, 중학교 2.4%

우는 실업고가 2.7%로 가장 많았고，중학생

의 순이 었으며，중，고등학생 모두 약물 중 수

1.7%, 인문고 0.8 %의 순이었으며，모만 직업

면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

이 있는 경우가 실업고가 2.2 %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각성제, 본드의 순이었다.
특히 중학교는 대마초와 마약류를 경험한 학

고，인문고 2.0 %，중학교 1.0% 의 순이었다.
경우 사무직

생이 없었으며，마약류는 실업계의 1.5%와 인

37.1%, 자영업 25.0%, 단순생산직 19.2%, 전

문고의 0.3%가 경험하였고(;r2=15.386，^=.001),

문직 5.7%, 무직 1.2% 의 순이었으며，인문고

대마초는 실업고 1，
2 %，인문고 0.3 %가 경험한

는 사무직 34.5%, 자영업 27.5%, 단순생산직

것으로 나타났다(.r2=12.348 ，^=.002).

부의 직업 유형은 중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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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질 사용 경험

(n = 1,714)
구분
흡연
음주
약물
본드
각성제
수면제
대마초
마약류

유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N(%)

N(%)

N(%)

N(%)

45(11.3)

140(34.5)

253(14.8)

68( 7.5)

a

840( 92.5)

355(88.7)

266(65.5)

1461(85.2)

유
무

279( 30.7)

211(52.8)

274(67.5)

764(44.6)

629( 69.3)

189(47.3)

132(32.5)

950(55.4)

유
무

22( 2.4)

12( 3.0)

16( 3.9)

50( 2.9)

886( 97.6)

388(97.0)

390(96.1)

1664(97.1)

ᄋ

6( 0.7)

3( 0.8)

6( 1.5)

15( 0.9)

무

902( 99.3)

397(99.3)

400(98.5)

1,699(99.1)

ᄋ

7( 0.8)

5( 1.3)

8( 2.0)

20( 1.2)

무

901 ( 99.2)

395(98.8)

398(98.0)

1,694(98.8)

유
口

18( 2.0)

9( 2.3)

10( 2.5)

37( 2.2)

890( 98.0)

391(97.8)

396(97.5)

1,677(97.8)

0( 0.0)

1( 0.3)

5( 1.2)

6( 0.4)

908(100.0)

399(99.8)

401(98.8)

1,708(99.6)

0( 0.0)

1( 0.3)

6( 1.5)

7( 0.4)

908(100.0)

399(99.8)

400(98.5)

1,707(99.6)

유
무
유
o

x2(p)
167.589(.001)*
167.576(.001)*
2.295(.317)
2.253(.324)
3.532(.171)
0.382(.846)
12.348(.002)*
15.386(.001)*

67.5
52.8

|□ 중 학 생
國인문고

■ 실업고

음주

약물

학교에 따른 물질사용

그림 1. 학교별 물질사용 빈도
나. 물질 사용 빈도와 양

이 48.5 %로 가장 많았으며，주 1-2번과 거의

연구 대상자의 지난 1년 동안의 물질사용

매일이 각각 19.1%, 1달에 1-2번 10.3% ，6 개

빈도와 양에 관한 실태는 <표 3-1, 3-2>와 같

월에 1-2번 2.9% 순이었다 . 인문고는 1년에 1번, 주 1-2회, 그리고 거의 매일이 각각 26.7%

다.
흡연빈도를 살펴보면，중학교는 1년에 1-2번

-

이었으며，월 1-2회 13.3%, 6 개월 1-2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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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물질 사용 빈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N(%)

N(%)

N(%)

N(%)

33(48.5)

12(26.7)

25(17.9)

70(27.7)

6개월 1-2번

2( 2.9)

3( 6.7)

6( 4.3)

11( 4.3)

달 1-2번

7(10.3)

6(13.3)

14(10.0)

27(10.7)

주 1-2번

13(19.1)

12(26.7)

22(15.7)

47(18.6)

거의 매일

13(19.1)

12(26.7)

73(52.1)

98(38.7)

물질 관련 특성
흡연
(N=253)

년 1-2번

175(62.7)

117(55.5)

73(26.6)

365(47.8)

6개월 1-2번

54(19.4)

46(21.8)

48(17.5)

148(19.4)

달 1-2번

38(13.6)

39(18.5)

94(34.3)

172(22.4)

주 1-2번

9( 3.2)

9( 4.3)

45(16.4)

63( 8.2)

거의 매일

3( 1.1)

0( 0.0)

14( 5.1)

17( 2.2)

년 1-2번

3(50.0)

1(33.3)

2(33.3)

6(40.0)

6개월 1-2번

1(16.7)

1(33.3)

0( 0.0)

2(13.3)

달 1-2번

0( 0.0)

1(33.3)

2(33.3)

3(20.0)

주 1-2번

0( 0.0)

0( 0.0)

1(16.7)

1( 6.7)

거의 매일

2(33.3)

0( 0.0)

1(16.7)

3(20.0)

각성제

년 1-2번

2(28.6)

3(60.0)

2(25.0)

7(35.0)

(N=20)

6개월 1-2번

2(28.6)

1(20.0)

2(25.0)

5(25.0)

달 1-2번

1(14.3)

0( 0.0)

0( 0.0)

1( 5.0)

주 1-2번

0( 0.0)

0( 0.0)

2(25.0)

2(10.0)

거의 매일

2(28.6)

1(20.0)

2(25.0)

5(25.0)

수면제

년 1-2번

14(77.8)

6(66.7)

4(40.0)

24(64.9)

(N=37)

6개월 1-2번

1( 5.6)

1(11.1)

2(20.0)

4(10.8)

달 1-2번

1( 5.6)

1(11.1)

1(10.0)

3( 8.1)

주 1-2번

0( 0.0)

0( 0.0)

2(20.0)

2( 5.4)

거의 매일

2(11.1)

1(11.1)

1(10.0)

4(10.8)

대마초

년 1-2번

0( 0.0)

0( 0.0)

3(50.0)

3(42.8)

(N=7)

6개월 1-2번

0( 0.0)

1(100)

2(33.3)

3(42.8)

주 1-2번

0( 0.0)

0( 0.0)

1(16.7)

1(14.4)

년 1-2번

0( 0.0)

0( 0.0)

1(16.7)

1(14.3)

6개월 1-2번

0( 0.0)

1(100)

2(33.3)

3(42.8)

월 1-2번

0( 0.0)

0( 0.0)

1(16.7)

1(14.3)

주 1-2번

0( 0.0)

0( 0.0)

2(33.3)

2(28.6)

음주
(N=764)

본드
(N=15)

마약류
(N=7)

년 1-2번

-

128

-

x2(P)
33.976(.001)*

122.202(.001)*

6.667(.573)

6.233(.621)

8.359(.399)

1.566(.459)

2.4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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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물질 사용 양
물질 관련 특성
흡연
(N=156)

음주
(N=657)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N(%)

N(%)

N(%)

N(%)

25(73.5)

18(75.0)

41(41.8)

84(53.8)

6개피 반갑

3( 8.8)

4(16.7)

25(25.5)

32(20.5)

반갑-한갑

5(14.7)

2( 8.3)

25(25.5)

32(20.5)

1-2갑

0( 0.0)

0( 0.0)

5( 5.1)

5( 3.2)

2갑이상

1( 2.9)

0( 0.0)

2( 2.0)

3( 1.9)

124(56.6)

66(35.7)

60(23.7)

250(38.1)

3잔-반병

38(17.4)

30(16.2)

40(15.8)

108(16.4)

반병- 1병

29(13.2)

40(21.6)

39(15.4)

108(16.4)

1-2병

11( 5.0)

25(13.5)

57(22.5)

93(14.2)

2 병이상

17( 7.8)

24(13.0)

57(22.5)

98(14.9)

1-5개피

1-2잔

17.795(.023)*

81.813(.001)*

의 순이었다. 실업고는 거의 매일이 52.1 %로

년에 1-2 번 사용하였고，거의 매일과 월 1-2 번

가장 많았고，년 1-2번 17.9%, 주 1-2번 15.7%,

사용하는 학생이 각각 3 명(20.0%)이었다. 또

월 1-2 번 10.0%, 6 개월 1-2번 4.3 %순이었으

한 각성제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20 명의 학

며，거의 매일 흡연하는 학생이 실업고 52.1%,

생 중’ 1 년에 1-2 번이 7 명(345.0 %)으로 가장

인문고 26.7%, 중학교 19.1% 인 것으로 나타

많았고，거의 매일과 6 개월에 1-2번이 각각 5

났다(x2=33.976, p=.001).

명(25.0% )의 순이었으며，거의 매일 사용하는

음주빈도를 살펴보면，중학교는 년 1-2번이

학생이 5 명(25.0%)이었다. 수면제를 사용했던

62.7 % 로 가장 많았으며，6 개월 1-2번 19.4%,

경험이 있는 37 명의 학생 중，24 명(64.9% )이

월 1-2번 13.6%, 주 1-2번 3.2%, 거의매일 1.1%

1년에 1-2번 사용하였고, 거의 매일과 6 개월에

의 순이었다. 인문고는 년 1-2번이 55.5%로

1-2번 사용하는 학생이 각각 4 명(10.8 % )인 것

가장 많았으며, 6 개월 1-2번 21.8 %，월 1-2번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마초를 사용했던 경

18.5%, 주 1-2번 4.3 % 의 순이었다 . 실업고는

험이 있는 7 명의 학생 중, 년 또는 6 개월에 1-2

월 1-2번이 34.3 %로 가장 많았으며, 년 1-2번

번이 각각 3 명(42.8%)이었으며, 마약류를 사

26.6%, 6 개월 1-2번 17.5%, 주 1-2번 16.4%,

용했던 경험이 있는 7 명의 학생 중，6 개월 1-2

거의 매일 5.1% 의 순이었으며，주 1-2회 이상

번이 3 명(42.8%) 이었으며，거의 매일 사용하

술을 마시는 학생이 실업고 21.5 %，인문고와

는 학생이 실업고 3 명(28.6 % )인 것으로 나타

중학교가 각각 4.3 % 인 것으로 나타났다(x2=

났다 .

122.202，/7=.001).

일일 흡연량을 살펴보면，중학교는 1-5 개피

약물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본드를 사용했

73.8 %가 가장 많았고，반갑-한갑 14.7%, 6 개

던 경험이 있는 15명의 학생 중 6 명(40%>이 1

피-반갑 8.8%, 2 갑 이상 2.9% 순이었으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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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는 1-5 개피 75.0%가 가장 많았고，6 개피-

다. 물질 사용 정도

반갑 16.7%, 반갑-한갑 8.3% 순이었다. 실업고

대상자의 물질사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는 1-5 개피 4 1.8%로 가장 많았고, 반갑-한갑

<표 4 ，그림 2 >와 같다.

과 6 개피-반갑 25.5%, 1-2갑 5.1%, 2 갑 이상

흡연정도 범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56 점

2.0% 순이었다U'2= l 7.795，p=.023).

이었으며， 실업고가 19.86으로 가장 높았고,

일회 음주량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1-2 잔

인문고 15.71, 중학교 15.08의 순이었다 (F=

56.6%로 가장 많았고, 3 잔-반병 17.4%，반병

102.217，严 .001). 음주정도 범위는 최저 13점

-1 병 13.2%, 2 병이상 7.8%, 1-2병 5.0%순이었

에서 최고 52 점 이었으며，실업고 18.69，인문고

으며, 인문고는 1-2잔 35.7% ，반병- 1병 21.6 %，

15.72， 중학교 14.08의 순이었다(F=135.437 ，

3 잔-반병 16.2%, 1-2병 13.5%, 2 병이상 13.0%

p=.001). 약물사용 정도 범위는 최저 14점에

의 순이었고, 실업고는 1-2잔 23.7%, 1-2병과

서 최고 56 점이었으며，실업고 14.46，중학교

2 병이상이 각각 22.5%, 3 잔-반병 15.8%, 반병

는 14.44，인문고 14.37이었으며，통계적으로

-1 병은 15.8%순이었다(a.2=8 1.813，尸 =.001).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대상자의 물질 사용 정도
중학교3

인문고11

실업고°

M (SD )

M (SD )

M (SD )

흡연정도

15.08 (3.36)

15.71 (4.76)

음주정도

14.08 (3.00)

약물정도

14.44 (1.59)

F {P)

scheffe

19.86 (9.45)

102.217 (.001)

a<b<c

15.72 (5.06)

18.69 (6.94)

135.437 (.001)

a<b<c

14.37 (1.18)

14.46 (3.16)

.243 (.784)

물질사용정도

22

□ 중학교

國인문고
■ 실업고

흡연정도

음주정도

약물정도

물질사용정도

그림 2. 대상자의 학교별 물질사용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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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사용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
성별 남학생
여학생
형제 1 명a
入 2 명b
폐
4 명이상d
성적 상위권a
중상위권15
중위권1=
중하위권d
하위권6
경제 매우좋음3
상태 좋 살
보통

흡연
M (SD)

t or F (p)

17.36 7.25

36.096 (.001 )*

t or F (p)

M(SD)
15.46 5.15)

15.61 4.77
16.91 6.89

약물

음주
scheffe

scheffe

0.388 (.533 )

15.62 5.00)
3.186 (.023 )*

15.77 5.49)

M(SD)

t or F (p)

14.61 2.53

10.419 (.001 )*

14.29 1.49
14.48 2.07

3.841 (.009 )* b<d,

16.53 6.30

15.66 5.18)

14.37 1.48

c<d

15.69 4.75

15.28 4.65)

14.37 1.61

15.59 5.25)

14.95 4.44

17.39 7.00

16.65 6.09) 5.138 (.001 )* b>d,
c>d
16.28 5.31)

14.42 1.37

16.64 6.58

15.91 5.27)

14.35 2.08

15.69 4.82

14.81 4.29)

14.44 1.47

15.66 4.68

14.58 1.96
5.369(.001 )* a>c,

14.59 2.06

8.617 (.001 )* a<e,

a>d

14.24 1.28

b<e,

16.99 6.92
19.10 9.14

5.737 (.001)* b>d

20.08 9.31

5.269 (.001 )* a>c,

15.17 5.19)
18.28 5.84)

17.12 7.23

a>d

16.21 5.27)

0.687 (.560)

15.03 6.27

16.15 5.66

15.26 4.70)

14.42 1.77

16.04 5.30
나쁨11
매우나쁨e 16.14 7.61
부모 부모함께3 16.12 5.66
18.50 8.52
동거 별거^ 5
19.13 9.21
이혼c
부만생존d 16.69 5.03

15.58 5.53)

14.36 1.56

16.78 7.31)

16.27 7.60

5.285 (.001 )* a<c

모만생존6 17.11 6.19
부모사 ^ ^ 18.72 9.04

부
중졸이
학력 고졸b
대졸이^ ^
모르겠다d
모 중졸이
학력 고졸b
대졸이^ ^
모르겠다d
부 생산직 a
직업 사무직15
자영업1=
전문직11
무직6
기타f
모 생산직3
직업 사무직15
자영업 C
전문직 d
무직e
기^ f

scheffe

18.02 8.18

7.534 (.001 )* a>c,

16.72 6.69

b>c

15.38 4.89) 3.593 (.003 )*

14.40 1.90

16.75 6.35)

15.55 5.20

17.34 6.09)

14.54 1.73

16.44 5.32)

14.75 1.34

16.63 5.93)

14.26 (.85

17.40 6.98)

14.48 1.12

16.23 5.23) 5.831 (.001 )*

b>c

16.04 5.57)

14.32 1.92

15.02 4.42)

14.39 1.52

16.59 6.00

15.47 5.42)

14.90 3.30

8.707( .001 )* a>c,

16.79 6.62

b>c

16.00 5.21) 8.547 (.001 )* a>c,

14.34 1.31

16.00 5.39)

14.41 2.21

b>c

15.20 3.84

14.63 4.22)

14.37 1.26

16.29 5.34

15.12 4.82)

14.90 3.07

17.04 7.02

4.611 (.001 )* a>b,

15.55 4.40

b<c

16.11 5.28) 5.459 (.001 )* a>b,

14.38 2.33

14.87 4.01)

14.39 1.59

b<c

16.93 7.07

16.10 5.85)

14.48 2.56

15.19 3.66

14.15 2.90)

14.47 1.07

17.21 6.85

15.74 7.52)

14.50 1.11

16.39 5.69

15.72 5.26)

14.50 1.34

17.25 7.48

3.477 (.004)*

15.64 4.84

16.01 5.37) 2.316 (.041 )*

14.62 3.12

15.19 5.02)

14.26 1.63

17.27 6.91

16.28 5.72)

14.54 2.72

16.33 6.27

16.00 7.28)

14.41 0.99

16.01 5.60

15.28 4.63)

14.35 1.54

16.69 6.12

15.52 4.79)

부모 부모모두a 16.30 5.93
직업 부만직업15 16.88 6.86
유무 모만직업 C 17.12 7.08
모두없음11 17.62 7.49

0.817( .485)

15.52 5.01 )
15.53 4.71)

14.42 2.03
14.43 1.05

16.23 8.45)

14.65 1.23
14.86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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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2.763 (.017)*

2.446 (.062)

2.878 (.035 )*

0.201 (.962)

1.701(.131)

14.73 1.85
0.576 (. 631 )

16.59 4.87)

-

c<e,

14.41 2.20

15.71 4.74
17.21 7.41

1.357 (.247)

0.572 (.63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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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사용

가 심각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낮
을수록 그 자녀들의 음주정도가 심각하였다.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사용 정

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성별0=10.419 ，p=

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 표 5>와 같다.

.001), 형제수(F =3.841, 严 .009)，경제상태(F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정도 차

8.617, p -0 0 1 ), 부모동거(F =2.763 ，^=.017 )，

이를 살펴 본 결과，성별( 户 36.096 ，严 .0이 )，
형제 수(尸=3.186, 严 .023), 경제상태(F =5.269 ，
严

.001) ， 부모동거(F =5.285,

戸

.001), 아버지

어머니 학력정도(F=2.878 ，p=.035 ) 에 따라 약
물사용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
석을 통한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남학생이

학력(F=7.534, 严 .001), 어머니 학력(F=8.707,

여학생에 비해，형제수가 많을수록, 경제상태

p=.001), 아버지 직업(F =4.611, p=.001 ) ， 어머

가 어려울수록，그리고 부모가 별거중인 학생

니 직업(F=3.477, ^=.004 ) 에 따라 흡연정도에

이 부모가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약물사용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통한 구체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

적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흡
연문계가 더 많았으며, 성적이 중상위권에 속
한 학생들이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V. 논

흡연문제가 더 심각했으며，경제 상태가 매우

의

좋은 학생들이 보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소하는 학생들보다 흡연정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

과도기적 상태로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

는 자녀에 비해 흡연문제가 심각했으며, 아버

고 예민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주체성
을 확립해야하는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불구

지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흡연

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중요한

정도점수가 높았으며，아버지의 직업이 생산직
이거나 자영업인 경우 사무직에 속한 자녀들

과제는 입시 뒷전으로 물러나고 다양한 사회

보다 높은 흡연정도를 보였다.

경험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정

가정의 과도한 기대와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

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성적(F =5.138 ，p=

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가중

.001)，경제상태(F =5.369 ，/7-001), 부모와 동

되고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거여부CF =3.593 ， p=.003),

( 서희원， 1992 ; 김응익，1995). 그리고 이러

아버지

학력(F =

.831, ^=.001), 어머니 학력(F=8.547, _p=.001，

한 사회적 압력과 정서적인 갈등을 경감시키

아버지 직업(F=5.459 ，严 .001)，어머니 직업

기 위하여 흡연, 음주를 포함한 물질들에 쉽

(F =2.316，严 .041) 에 따라，음주 정도에 유의

게 의존하며 폭력 등의 다양한 부정적 행위

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통한 구체적 차

들을 추구하게 된다( 남승희, 1992).

이를 살펴보면，성적이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따라서 청소년 물질남용 문제로 인한 각종

에 속한 학생들이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보

비행 및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 음주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상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사회는 그 지역에

가 좋을수록 어려운 학생들에 비해 음주문제

속한 청소년들의 물질남용 정도와 문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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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시 청소년의 물질남용 실태조사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그리고 흡연하는 청소년들 중 거의 매일 흡

효율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치료 대책을 적절

연하는 학생이 실업고 52.1 %，인문고 26.7 %，

하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가 19.1% 이었으며，하루에 반 갑 이상
흡연하는 학생이 실업고 32.6%, 중학교 17.6%，

이에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일 도시 중 •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질남용 실태와 물질남용

인문고 8.3% 이었다. 청소년의 흡연이유를 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이에 따른

펴보면，중학생 흡연자의 흡연이유는 심심해서

예방, 치료 및 재활 대책을 제시하고자 본 연

가 31%로 가장 많은 반면，고등학생 흡연자의

구를 실시하였다.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51.2%가 습관적으로 담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 실태 조사 결과，중

배를 피운다고 응답하여 오랫동안 담배를 피

학교 7.5%，인문고 11.3%, 실업고 34.5% 가 지

웠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난 1년 동안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고등학생 흡

다. 본 연구대상자의 청소년의 흡연 경험은 조

연자의 상당수는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내성

학래(2003 )의 강남지역 청소년 흡연실태인 중

이 이미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학교 12.2%，고등학교 32.7% 인 것과, 전국 청

결과에서도 흡연빈도와 양의 경우，중학교보다

소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흡연경험에 대하여

인문고 고등학생과 실업고 고등학생이 더 많은

조사한 이기영과 김영미(2004)의 중학교 14.0%,

양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흡연정도

고등학교 30.8% 와，광명시 청소년의 현재 흡

도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정도가 높은 것으

연자 비율이 중학교 10.8%, 인문고 16.7%, 실

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자의 흡연

업고 37.3%( 김용석，2004 ) 인 점을 비교해 볼

빈도와 일일 흡연양 및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때,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5 )의 흡연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흡연 예방에 중점

태조사에 의하면 중학생 흡연률이 1988년에는

을 두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고등학생

1.8% 이었던 것이 1995년에 4.8 %로 증가하였

의 경우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이나 보다 적극

으며, 본 연구에서는 7.5 %로 증가한 것으로

적인 치료적 차원의 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등

나타났다. 이는 저 연령층의 흡연률이 점점 높

각 학생 집단에 따라 보다 차별화된 교육프로

아지고 있음을 뜻하며，청소년의 건강뿐만 아

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니라 더 나아가 미래 한국 국민의 건강에 심각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 실태 조사 결과, 중

한 우려가 되고 있다. 흡연시작 연령이 어리고

학생 30.7%, 인문고 고등학생 52.8%，실업고

피운 담배의 총량 및 흡연기간이 많을수록 흡

고등학생 67.5 % 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특히 시작한 연령이

였으며，또한 음주사용 빈도와 일회 사용량에

어릴수록 습관성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있어서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많은 양을

흡연에 대한 해독을 인식하게 될 때쯤이면 이

사용하고 있어，다른 물질 사용에 비해 술은

미 담배에 중독이 되어 금연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높은 비율로 남용되고 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흡연예방 교육을 철저히

으며, 우리 사회 속에서 허용적으로 사용되고

하여 이들이 아예 담배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있는 물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의 청소년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음주경험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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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이기영，김영미 (2004) 의 연구 결과에서

지식과 태도 정도에 따라 그 대응책은 다양화

도 중학생은 33.2 %，고등학생은 68.1 %가 경

되어야 하는데，특히 음주문제를 경험하고 있

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높은 수준

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보다 실제적이고

의 음주 경험율을 지지해 주고 있다. 뿐만 아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시급한 문제임을 지

니라 광명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용

적하는 결과이다.

석 (2004 ) 의 보고에서는 중학생은 76.7%，인

본 연구의 약물 사용 실태 조사 결과，중학

문고 고등학생은 86.9%, 실업고 고등학생은

생 2.4 %，인문고 고등학생 3.0%，실업고 고등

93.4% 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3.9% 가 지난 1년간 본드를 비롯한 각성

또한 광명시 청소년의 현재 음주자 비율은 중

제，수면제, 대마초 및 마약류 등 약물류의 경

학생의 21.4 %， 인문고고등학생은 약 50.0 %，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약

실업고 고등학생은 60.2 %로 나타나 청소년 음

물의 사용 빈도를 보면，본드의 경우 년 1-2 회

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40.0%, 거의 매일과 월 1-2회의 경우 각각

이유미 (2004) 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20.0%, 6 개월 1-2번 13.3%，주 1-2번의 경우

75.5% 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 % 에 해당하였으며，각성제의 경우 년 1-2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의 64.7% 가 고등학교 진

번 35.0%，거의 매일과 6 개월에 1-2번이 각각

학 전에 이미 음주경험이 이루어졌고 37.4 % 가

25.0%, 주 1-2 번 10.0%, 월 1-2 번 5.0 % 이었

중학교 때 실험적인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다. 수면제 사용의 경우 년 1-2번 64.9%, 거의

나타났다. 또한 12% 정도는 초등학교 때 경험

매일과 6 개월에 1-2번 사용이 각각 10.8%, 월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의 저 연령화 경향

1-2번 8.1%, 주 1-2번 5.4% 순이었다. 대마초

및 여성음주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사용의 경우 년 또는 6 개월에 1-2 번이 각각

다. 저 연령화 되어가는 최초 음주경험 시기는

42.8%, 주 1-2번 14.4% 였으며, 마약류의 경우

신 체적.심리적으로 중요한 성장기에 놓여있

6 개월 1-2번 42.8 %，거의 매일 28.6%，년 1-2

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번과 월 1-2 번이 각각 14.3% 순으로 보고하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다. 이는 불법적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빈

초기청소년기에 속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

도가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게임 등의 일반화

상으로 하는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

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최영신 (2004)

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음주문제 수준을 나

의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의 추이분석 결과를

타내는 음주정도에서도 중학생은 평균 14.08

지지하였다. 그러나 약물 사용에 있어서 문제

점이었으며，인문고 고등학생은 평균 15.72점,

점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도와 양이 늘어가

실업고 고등학생은 평균 18.69점으로 학교별

고 있어 상습적이고 중독적으로 사용되고 있

유의한 차이를 보여，청소년기에 나이가 증가할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물에 노출된 학생

수록 음주 사용 비율과 문제가 증가한다는 선행

들에게는 학교나 가정에서 적극적인 치료개입

은 연구결과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7; 이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후경 등 ’ 2001; Kaplan &, Sadock, 1998)을 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사용 정

하였다.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흡연정도에서 유의

이처럼 청소년의 발달수준이나 음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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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부모동거，아버지 학력，어머니 학력，아

음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 결과

버지 직업，어머니 직업이었으며，음주 정도에

나타났다(Sale， Turner, 2003; Curi, Hurrel-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성적，경제상

mann, Settertobute, Smith, Todd, 2000; Blanton,

태，부모와 동거여부，아버지 학력，어머니 학

Gibbons, Gerrard, 1997).

력，아버지 직업，어머니 직업이었다. 약물사용

그러나 Blanton, Gibbons, Gerrard (1997) 가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성별,

물질남용 청소년이 역기능적 친구들의 영향을

형제 수，경제상태，부모동거，어머니 학력정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이는 청

이었다. 물질사용에 대한 일반적 특성 중 공통

소년들의 학교생활이 단지 학업성적만을 의미

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을 정리해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또래관계, 교

면, 남학생인 경우，그리고 부모가 별거 중이

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

거나 이혼 한 경우，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을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물질남용행위는

수록, 부모의 직업이 생산직이거나 단순 노동

학업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풀기위해서

직 인 경우 유의하게 약물사용정도가 더 높았

뿐만 아니고, 또래압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또

다. 이는 손봉선 (2002)과 이기영 (2003) 의 연

래들과 어울리기를 위한 행위와 밀접한 관계

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물질 사용률이

가 있다. 김용석(2004 )의 연구에서도 물질남용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서，이 시기

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친한 친구의 흡연빈

의 남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물질남용

도，또래 압력과 비행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예방 교육이 이뤄 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Burleson 과 Kaminer (2005) 의 연구에서도 자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적 태도는

기효능감이 물질남용청소년의 치료결과에 중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학

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설명하고

교에서의 실패의 두려움，낮은 학업동기와 학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

업성취는 약물사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

생활이나 학교적응에 관련된 평가를 실시할

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위

때는 반드시 학업 성적 이외의 다양한 변수를

주의 교육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좌절의 경험

포함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으로 나타나는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약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물질남용 예방 프로그

물남용을 예측해 주는 요인이며，청소년들은

램에서는 청소년들이 물질에 대해 거절할 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취압력으로부터 오는

있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내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도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다( 손경애, 1992).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와 동거 여부，부모의

는 성적이 중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이 중하위

학력 및 직업에 따라 청소년 물질 사용 정도가

권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흡연이나 음주문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물질 사용

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Jovic-Vranes, Vranes,

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 • 환경적 요인

Marinkovic와 Cucic (2005)는 학교적응능력이

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나 친구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물질사

부모의 음주문제와 같은 역기능적 가족에서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부

자란 청소년 자녀의 경우 발달상의 적응에 있

정적 학교생활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이 흡연 및

어서 중요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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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Scharff，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1ᄋ권 1호 , 2 0 0 5 년

Broida, Conway, Yue, 2004). 또한 현대 사회

하여 볼 때，물질사용경험이 저연령화되어가고

에서의 메스미디어는 청소년 물질남용을 유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Stras-

대상으로 물질남용예방프로그램 개입이 필요

burger, 2002), 청소년들은 영화，TV 오락프로

하며，실업계나 인문계 고등학생은 이미 상당

그램，신문이나 잡지 또는 광고를 통하여 술과

수가 습관성과 중독의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담배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소비하도록 직접

보다 적극적인 물질남용조절프로그램이 실시

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로 물질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물질 사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뿐만 아

동기와 원인은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물질남

니라，위기에 처한 부모 및 가정，그리고 나아

용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강화

가 학교，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체적인 접근과

하기 위한 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

체계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청소년기(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의
물질사용은 후기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물질남

VI. 결론 및 제언

용자로 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며, 또한
이런 물질의 상습적 사용은 청소년기의 비행
및 학교 중퇴와 같은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본 연구는 일 도시 중 • 고등학생들의 물질

관문이 되기도 한다(Bame ，Welte, Hoffman,

사용 실태 및 정도와 물질사용에 영향을 미치

Dintcheff, 2005; Patel, Greydanus, 1999). 따

는 요인을 파악하여, 물질남용 예방, 치료 및

라서 청소년 물질남용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가족，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의 협력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통한 다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정책결정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4 년 10월 22

청소년 물질사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일부터 11월 5 일까지이었으며， 연구 대상은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가장 비용 효과적인

G 시 5 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학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생 1,714 명이었다. 연구도구는 한국마약퇴치

물질 사용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운동본부 부산지부(2003 )에서 사용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학교중심의 청소년 물

흡연정도，청소년 음주정도 및 청소년 약물사

질남용예방프로그램의 적절한 효과를 얻기 위

용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며，자

해서는 반드시 물질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

료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

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물질에 대

Mest 와 ANOVA 및 Schffe test로 분석하였다.

X

2，평균, 표준편차，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
어야 하며, 또한 이것을 위해 청소년 개인의

1. 지난 1년간 흡연경험을 조사한 결과，중학

경험에 기초하여，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

교 7.5%, 인문고 11.3%，실업고 34.5 % 가

램을 제공해야 한다(McBride, 2003; McBride,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지난 1년간

Farringdaon, Midford, Meuleners, Phillips,

음주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중학생

2004).

30.7%, 인문고 고등학생 52.8%, 실업고 고
등학생 67.5 % 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

이상과 같은 청소년 물질 남용실태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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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학력정도(F=2.878 ，p=.035 ) 이었다

하였으며, 지난 1년간 본드를 비롯한 각성
제，수면제，대마초 및 마약류 등 약물류를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사용한 경험이 중학생 2.4%, 인문고 고등

1. 본 연구는 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질

학생 3.0 %，실업고 고등학생 3.9% 가 있는

남용실태를 조사하였으나，전국에 있는 초 .

것으로 나타났다.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역별 물

2. 흡연정도는， 중학생은 평균 15.08점이며,

질남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인문고 고등학생은 평균 15.기점 , 실업고

2.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물질남용에 대한 청

고등학생은 평균 19.86점으로 학교별 유의

소년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

한 차이가 있었으며(F=102.217 ，严 .001)，

소년 물질남용 예측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음주정도는，중학생은 평균 14.08점이었으
며，인문고 고등학생은 평균 15.72점，실업
고 고등학생은 평균 18.69점으로 학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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