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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Given the substantially slow decreases in adolescent smoking rates, it is important to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preventing smoking among adolescents. Thu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provision/participation experiences
of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SPE) targeting adolescents and the perceived needs for school-based SPE,
including smoking media literacy (SML) education. Methods: We used convenience sampling and collected data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Our final sample included 50 teachers and 1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We
calculated means and frequencies to understand sample characteristics, provision/participation experiences of the SPE,
need for the SPE, and SML education; we conducted a t-test, Wilcoxon-Mann-Whitney test,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participation experiences of the SPE, need for the SPE, and SML educa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Results: Teachers indicated the need for changes in SPE, whereas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The majorities of teachers and students did not know the definition of SML. Only 8.0% of teachers
provided SML education to students; only 5.4% of students were educated about SML. Teachers indicated the necessity of
providing SML education to students; however, students did not think that SML education was highly necessary, although
55.8% were exposed to smoking-related media. Conclusion: Given our findings, school-based SM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To do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ized teaching materials and training programs targeting
teachers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provide SML education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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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체적으로,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현
재 흡연의 위험성, 미래의 흡연에 대한 민감성 및 흡연 의도

1. 연구의 필요성

가 감소되고[9,10],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청소

청소년기 흡연은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발생

년은 흡연 의도 및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감소되는 것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 및 주의력 결핍 장애, 품행장애, 우울,

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외에서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의 남용, 의존 및 중독 등의 정신적 건

는 이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기 흡연 감소에 중요한 전략으로

강문제 유발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강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사

특히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기 흡연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용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5], ‘흡연 미디어 리티러시’ 교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암과 같은 만성적인 질

육이 시행되지 않으며, 성이나 스마트폰 중독의 영역에서만

환은 흡연 기간과 누적된 흡연량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가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

기 때문에 청소년기 흡연은 중요한 문제이다[1]. 청소년기

이다[11,12].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청소

흡연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ㆍ외 청소년기 흡연율

년 대상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그 감소폭이 미미한 상황

청소년기 흡연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의 시행을 위해

이다[2,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서는, 다양한 미디어 사용과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라 중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3.0%

예방 교육 요구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

[13].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교육자인 학생 집단의

은 2016년 9.5%에서 2017년 9.2%로 감소하였다[2]. 미국 중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교육

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5년 2.3%에서 2016년 2.2%로 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13,14].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폭 감소한 반면, 고등학생은 9.3%로 흡연율의 변화가 없는

기반 흡연 예방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모든 선행연구는 교사

것으로 나타났다[3].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이전에 시행되어

위와 같은 흡연율 감소의 둔화 현상은 보다 효과적인 흡연

[14,15],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 및 흡연 예방 교육 요

예방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rimack 등[4]은 보다 효

구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흡연 미

과적인 흡연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요인에

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예방

대한 추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현대 청소년 집단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에서 미디어(media) 사용이 중요한 특성임을 고려할 때[5],

생애주기 중 청소년의 발달단계는 이들이 학교에 소속되

‘흡연 미디어(smoking media) 노출 수준 및 청소년기 흡연

어 있는 시기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은 특히 학교에서 많은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4]. 실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기 흡연 예방 교육을

제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은 미디어의 발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4,1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

달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담배 정

라 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미디어 리

보에 노출이 되고 담배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

터러시’를 포함한 ‘흡연 예방 교육의 시행/참여 경험 및 요

되고 있다[6]. 또한 국내ㆍ외 연구 결과에서 담배광고 및 영

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흡연 예방

화/드라마의 흡연 장면에 많이 노출되는 청소년일수록 흡

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연 시작 및 현재 흡연의 위험성, 흡연 시작에 대한 민감성 및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8].
이러한 연구결과는 흡연에 대한 광고와 미디어 메시지를

2. 용어의 정의

올바르게 이해ㆍ분석ㆍ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흡연 미

1) 흡연 예방 교육

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4,9]. 국외 선행

흡연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

연구에서는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기 흡연

병의 예방,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율 감소에도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

교육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중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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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담배 사용 예

교사 50명과 중ㆍ고등학생 154명을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

방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8].

로 선정한 후, 2017년 10월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학교에
서 시행되는 흡연예방 사업은 보건교과목뿐만 아니라, 일반

2)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가 수업하는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므로[16], 본 연구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란 흡연에 대한 광고와 미디어 메시

의 대상에 보건교사와 함께 일반교사를 포함하였다. 응답이

지를 올바르게 이해ㆍ분석ㆍ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9].

불성실한 학생용 설문지 4부를 제외한 후 교사용 설문지 50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담배에 대한 광고와 흡연장면

부와 학생용 설문지 1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을 미디어에서 접할 때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
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0].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설

3. 연구목적

문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대상자별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2,14,15].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

대상으로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한 ‘흡연 예방 교육

금연지원센터’에서 제시한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과

의 시행/참여 경험 및 요구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청소년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9가

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 ‘흡연 예방’ 교육 영역을 구성하였다[16,17]. 개발된 설문

1) 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시행/참여 경험을 파악한다.
2) 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대상 흡연

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교사 2인, 일반교사 1
인, 간호학 교수 1인, 의학 교수 1인 및 흡연 관련 전문가 1인
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예방’ 영역별 교육 시행 여부와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수정ㆍ보완하였다. 각 대상자별 최종 설문내용은 인구학적

3) 중ㆍ고등학생의 흡연 미디어 노출 실태를 파악한다.

특성, ‘흡연 예방’ 교육 시행/참여 경험, ‘흡연 예방’ 영역별

4) 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미디어 리

교육 시행 여부 및 교육의 요구도, 흡연 미디어 노출 실태와

터러시’의 인식 수준 및 교육 시행/참여 경험을 파악한다.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의 인식 수준 및 교육 시행/참여 경
험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 대상의 설문내용에 흡연행위를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추가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인 흡연 예방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및 고등학교 종류를 교사와 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생에게 공통적으로 조사하였다. 고등학교 종류는 일반고,

‘흡연 예방’ 및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자료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특수목적고 및 특정

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1회 수집하는 서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를 포함하였다.

술적 단면 조사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외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소재지(서울시, 광역시, 및 중
소도시), 총 교직 경력과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의 근무경

2. 연구 대상

력, 교사 유형(일반, 보건, 특수 등) 및 최종 학위(학사, 석사

본 연구의 표본은 편의표출방법을 이용하여 선택되었으

이상)를 조사하였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중1∼고3),

며, 본 연구의 표본 선정 시 학교급, 지역, 학년 및 성별 특성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경제수준(상, 중상, 중, 중하, 하) 및

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및 경상도 지역

일주일 평균 용돈(만원 미만∼5만원 이상)을 조사하였다.

에 소재하는 3개의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측정된 인구학적 특성 중 교직 경력 및 현재 학교의 근무경

선정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년 및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

력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후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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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행위

동안 ‘흡연 또는 담배 홍보’에 노출된 수준은 4개 응답(1년

현재 문헌에서는 ‘청소년기 평생 및 현재 흡연 행위’에 대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또는 거의 매일) 중 하나

한 통일된 정의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

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음의 정의에 근거하여 학생의 흡
연 행위를 측정하였다[18]. 구체적으로 평생 흡연 여부는

6)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수준 및 교육 시행/참여 경험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경험’을 ‘예 또는

교사와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정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또한 현재 흡연 여부는 평생 흡연 경

의의 인식 여부, 교육 시행/참여 여부, 교육 빈도, 교육 시간,

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30일 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향후 교육 참여의사 및 청소년 대상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을 ‘예 또는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교육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청소년 대상 흡연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부터 ‘매우 중

3) ‘흡연 예방’ 교육 시행/참여 경험

요함’ 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한 연수 이수 여부

수록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추

와 ‘흡연 예방’ 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난

가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1년 동안 ‘흡연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수 경험 여부를 조사한 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는

을 담당한 강사, 교육 방법, 참여한 교육의 빈도, 참여 시간

교육 이수 빈도와 1회 평균 교육 이수 시간을 직접 기입하도

및 교육이 주로 이루어진 수업 형태 및 ‘흡연 예방’에 대한 현

록 하였다. 또한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선행

재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교육 담당 강사 및 교육 방

요인의 종류와 교사대상 연수의 필요성 유무를 조사하였다.

법은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평균 교육
참여 빈도 및 1회 교육 시 사용된 평균 교육 시간을 직접 기
입하도록 하였다.

4. 연구 윤리 확보 및 자료 수집 절차
1) 연구 윤리 확보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K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4) ‘흡연 예방’ 영역별 교육 시행 여부 및 교육의 요구도

로부터 본 연구 수행의 승인을 받았다(KHSIRB-17-066-

9가지 ‘흡연 예방’ 영역에 대한 교육 시행/참여 여부와 교

1[RA]).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교사 본인의 자발

육의 요구도를 교사와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중ㆍ고등학생은 연구 취

연구의 9가지 교육 영역은 ‘흡연의 유해성’, ‘담배회사의 광

약계층인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와

고 전략’, ‘긍정적 자기개념’, ‘스트레스의 이해 및 관리방

함께 학생으로부터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동

법’, ‘성격과 대인관계’, ‘흡연권유 상황의 대처방안’, ‘금연

의를 받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기밀 유지 및

정책의 필요성’, ‘금단증상’ 및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이다.

연구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각 영역별 교육 시행/참여 여부는 ‘예 또는 아니오’로 측정
하였다. 교육 요구도는 ‘매우 불필요함’ 부터 ‘매우 필요함’

2) 자료수집

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선정된 연구대상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학교에서

교육의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수행을 승인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행했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해당

5) 중ㆍ고등학생의 흡연 미디어 노출 실태

중ㆍ고등학교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인의 협조를 받아 자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흡연 또는 담배

료수집을 시행하였다.

홍보에 노출된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난 1
년 동안 ‘흡연 또는 담배 홍보’ 목적의 미디어에 노출 경험이

5. 분석 방법

있는 학생에게 ‘흡연 또는 담배 홍보’를 접한 방법에 대해 복

Stata 14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19]. 먼

수응답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이 지난 1년

저, 대상자별 일반적 특성, 학생의 흡연 행위, ‘흡연 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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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Frequency (%) or mean (standard deviation)
Variable

Teacher
(n=50)

Student
Total (n=150)

Middle school (n=76)

High school (n=74)

Sex
Male
Female
Age†
School type‡
Middle school
Academic high school
Special-purpose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chool year‡
Middle school 1st
Middle school 2nd
Middle school 3rd
High school 1st
High school 2nd
High school 3rd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High-to-middle
Middle
Middle-to-low
Low
Average weekly allowance (Won)§
＜10,000
10,000∼19,999
20,000∼29,999
30,000∼39,999
40,000∼49,999
≧ 50,000
Lifetime smoking§
Yes
No
Current smoking¶
Yes
No
School location
Seoul city
Metropolitan city
Mid-sized city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yr)†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t
the current school (yr)†,§
Teacher type§
General education teacher
Health teacher
Teacher’s education level§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higher
†

17 (34.0)
33 (66.0)
41.08 (7.01)

74 (49.3)
76 (50.7)
15.39 (1.78)

43 (56.6)
33 (43.4)
13.91 (0.97)

15 (30.0)
10 (20.0)
7 (14.0)
18 (36.0)

76 (50.7)
32 (21.3)
20 (13.3)
22 (14.7)

76 (100.0)
−
−
−

−
32 (43.2)
20 (27.0)
22 (29.7)

−
−
−
−
−
−
−
−
−
−
−
−

22 (14.7)
25 (16.7)
29 (19.3)
25 (16.7)
24 (16.0)
25 (16.7)

22 (29.0)
25 (32.9)
29 (38.2)
−
−
−

−
−
−
25 (33.8)
24 (32.4)
25 (33.8)

8 (5.4)
38 (25.5)
95 (63.8)
7 (4.7)
1 (0.7)

6 (7.9)
23 (30.3)
45 (59.2)
2 (2.6)
0 (0.0)

2 (2.7)
15 (20.6)
50 (68.5)
5 (6.9)
1 (1.4)

−
−
−
−
−
−

29 (19.5)
38 (25.5)
31 (20.8)
17 (11.4)
13 (8.7)
21 (14.1)

21 (27.6)
24 (31.6)
13 (17.1)
6 (7.9)
7 (9.2)
5 (6.6)

8 (11.0)
14 (19.2)
18 (24.7)
11 (15.1)
6 (8.2)
16 (21.9)

−
−

7 (4.7)
142 (95.3)

1 (1.3)
75 (98.7)

6 (8.2)
67 (91.8)

−
−

2 (28.6)
5 (71.4)

0 (0.0)
1 (100.0)

31 (41.9)
43 (58.1)
16.91 (0.92)

2 (33.3)
4 (66.7)

20 (40.0)
20 (40.0)
10 (20.0)
12.68 (7.37)
3.84 (4.29)

−
−
−
−
−

−
−
−
−
−

−
−
−
−
−

32 (86.5)
5 (13.5)

−
−

−
−

−
−

29 (59.2)
20 (40.8)

−
−

−
−

−
−

Mean (Standard deviation); ‡The total percentage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The variable has missing data; ¶The total
number of lifetime smoker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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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행/참여 경험, ‘흡연 예방’ 영역별 교육의 시행 여부와

연구 결과

교육의 요구도, 흡연 미디어 노출 실태와 ‘흡연 미디어 리터
러시’ 인식 수준 및 교육 시행/참여 경험 파악을 위하여, 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행위

특성별 빈도 또는 평균을 산출하였다[19]. 둘째, ‘흡연 예방’

50명의 교사 중 33명(66.0%)이 여성이었으며, 교사의 평

영역별 교육의 시행/참여 여부 및 교육 요구도와 ‘흡연 미디

균 연령은 41.08세였다(Table 1). 특성화고등학교 재직 중

어 리터러시’ 인식 및 교육 시행/참여 경험의 교사와 학생간

인 교사가 18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및 광역시

유의한 차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Wilcoxon-

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총 40명(80.0%)이었

Mann-Whitney test, Chi-square test 및 Fisher’s Exact test

다. 교사의 평균 교직경력은 12.68년이었으며, 현재 재직 중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9]. 마지막으로, 대상자별 ‘흡연

인 학교에서의 평균 근무경력은 3.84년으로 조사되었다. 교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의 인식 여부에 따른 흡연 미디어 리

사 중 32명(86.5%)이 일반교사였으며, 전체 교사 중 59.2%

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Wilcoxon-

(29명)의 최종 학위는 학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Mann-Whitney 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19].

150명의 중ㆍ고등학생 중 76명(50.7%)이 중학생이었다.
중ㆍ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5.39세였으며, 중1부터 고3
까지의 학년별 응답자 수는 최소 22명(14.7%)부터 최대 29

Table 2. The Provision/Participation Experiences of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Frequency (%) or mean (standard deviation)
Variable

Teacher
(n=50)

Student
Total (n=150)

Middle school (n=76) High school (n=74)

‡,#,††

Instructor
Health teacher
−
General education teacher
−
Instructor of other organizations
−
Instructor of community health center
−
Teaching method‡,#,††
Lecture
−
Counselling
−
Smoking cessation camp
−
Smoking cessation poster
−
Small group activity
−
Lecture through television
−
Video clip and power point slide
−
School broadcasting
−
Number of the past-year education participation†,‡,††
−
Average minutes spent for individual education†,‡,††
−
Class type used for the education‡,††,*
Subject classes
−
Class for creative hands-on activities
−
The morning and afternoon assembly
−
Class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
Satisfaction level of the current education†,‡,§
−
Participation in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Yes
24 (48.0)
No
26 (52.0)
Necessity of changes in the education†,¶
3.94 (0.68)
†

78 (55.3)
11 (7.8)
123 (87.2)
8 (5.7)

37 (50.0)
6 (8.1)
67 (90.5)
5 (6.8)

41 (61.2)
5 (7.5)
56 (83.6)
3 (4.5)

133 (94.3)
2 (1.4)
11 (7.8)
38 (27.0)
1 (0.7)
1 (0.7)
1 (0.7)
2 (1.4)
2.48 (1.00)
50.63 (18.38)

67 (90.5)
0 (0.0)
7 (9.5)
19 (25.7)
1 (1.4)
0 (0.0)
1 (1.4)
2 (2.7)
2.62 (1.05)
46.76 (11.36)

66 (98.5)
2 (3.0)
4 (6.0)
19 (28.4)
0 (0.0)
1 (1.5)
0 (0.0)
0 (0.0)
2.33 (0.93)
54.97 (23.26)

79 (59.0)
51 (38.1)
2 (1.5)
2 (1.5)
2.87 (0.60)

48 (70.6)
18 (26.5)
2 (2.9)
0 (0.0)
2.96 (0.56)

31 (47.0)
33 (50.0)
0 (0.0)
2 (3.0)
2.76 (0.63)

−
−
−

−
−
−

−
−
−

Mean (Standard deviation);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142; §Measured with a 4-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highly dissatisfied) to 4 (highly satisfied); ¶Measured with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not necessary at all) to 5
(highly necessary); #Multiple responses; ††The variable has missing data; *The total percentage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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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9.3%)이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가구

함’(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된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경제수준을 ‘중’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약 60%이상으로 조

만족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2.96점과 2.76점으로 조

사되었다. 중학생은 일주일 평균 용돈이 ‘만원 이상∼이만

사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31.6%), 고등
학생은 일주일 평균 용돈이 ‘이만원 이상∼삼만원 미만’이

3. ‘중ㆍ고등학생 대상 흡연 예방’ 영역별 교육 시행 여부 및
교육의 요구도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24.7%). 또한 중ㆍ고등학
생 중 7명(4.7%)이 평생 흡연 경험이 있었으며, 평생 흡연 경

Table 3에 따르면, ‘흡연 예방’ 영역 중 교사들은 ‘흡연의

험자 중 2명(28.6%)의 고등학생만이 현재 흡연자인 것으로

유해성’을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교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되었다.

(43명, 86.0%). 전체 교사 중 60.0% 이상이 9개 영역 중 7개
영역의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담배회사의 광

2. ‘중ㆍ고등학생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시행/참여 경험

고 전략’과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각각 54.4%

전체 교사 중 24명(48.0%)이 지난 1년 간 ‘흡연 예방’ 교육

와 8.0%만이 학생에게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 관한 연수를 이수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현재

교사들은 조사된 9개 교육 영역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

시행 중인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는 5점 만

였으나,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 영역은 교육의 필요성이 가

점 중 평균 3.9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교사들이 현재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중인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교육받았다고 응답한 영역은 ‘흡연의

미한다.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주로 외부강사(123명, 87.2%)

유해성’이었으며(147명, 99.3%), 이는 교사 대상의 연구결

와 보건교사(78명, 55.3%)로부터 ‘흡연 예방’ 교육을 받았으

과와 일치한다. 6개 영역에서 60.0%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

며, 주로 이용된 교육방법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강연

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 ‘긍정적

(중학생 90.5%, 고등학생 98.5%)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자기개념’ 및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2). 지난 1년 동안 평균 교육받은 횟수는 중학생의 경우 2.62

로 소수의 학생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

회, 고등학생의 경우 2.33회이었다. 1회 평균 교육받은 시간

배회사의 광고 전략’에 대해서는 36.5%의 학생이 교육을 받

은 중학생의 경우 약 47분, 고등학생의 경우 약 55분이라고

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응답하였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만족

5.4%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9개 영

Table 3. Provision or Participation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and Each Topic’s Necessity
Provision or participation of
individual topic†
Educational topic

Teacher
(n=50)

Student
(n=150)

Necessity‡

p

Frequency (%)
Harmful effects of smoking¶
Tobacco company’s advertising strategy§
Positive self-concept§
Coping with stress§
Social relationships§
Smoking refusal skills§
Necessity of smoking cessation policy§
Withdrawal symptoms of smoking§
Smoking media literacy§,¶
†

43 (86.0)
25 (54.4)
28 (62.2)
30 (63.8)
25 (61.0)
33 (68.8)
35 (72.9)
35 (74.5)
4 (8.0)

147 (99.3)
54 (36.5)
77 (52.7)
98 (66.7)
92 (62.6)
126 (85.1)
109 (73.7)
124 (83.8)
8 (5.4)

Teacher
(n=50)

Student
(n=150)

p

Mean (Standard deviation)
＜.001
.031
.264
.721
.851
.012
.920
.152
.503

4.72 (0.45)
4.12 (0.90)
4.51 (0.58)
4.53 (0.62)
4.27 (0.87)
4.72 (0.45)
4.47 (0.62)
4.56 (0.58)
4.57 (0.54)

4.43 (0.70)
4.06 (0.96)
4.07 (0.87)
4.22 (0.90)
4.19 (0.89)
4.38 (0.81)
4.31 (0.83)
4.30 (0.85)
4.01 (0.96)

.001
.703
.001
.007
.584
＜.001
.158
.020
＜.001

For teachers, provision of the education and, for students, participation of the education; ‡Measured with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not necessary at all) to 5 (highly necessary); §The variable has missing data; ¶Fisher's Exact test was performed due to small cell
sizes.

140 Nursing and Health Issues Vol. 24, No. 2, 2019
역의 교육 요구도를 모두 4점 초반대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이 가장 많이 흡연 노출을 경험한 미디어는 ‘영화에서의 흡

학생들이 모든 영역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한

연 장면’이었으며(85.0%), 이 외에 흡연 노출을 경험하는 주

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된 미디어는 인터넷(23.8%)과 지하철/버스정류장의 광고

있는 영역인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과 ‘흡연 미디어 리터러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미디어에 노출된 학생들

시’에 대하여 학생들은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다고 응답한

중 55.2%가 최소 ‘한 달에 몇 번’씩 담배 홍보를 접한다고 응

것이다.

답하였다. 특히, ‘한 달에 몇 번 이상’의 빈도로 담배 홍보에

교사와 학생간 ‘흡연 예방’ 영역별 교육의 시행/참여 여부
를 추가 분석한 결과, ‘흡연의 유해성’과 ‘흡연권유 상황의

노출되는 빈도가 중학생의 경우 38.1%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75.0%이었다.

대처 방안’의 영역은 교사의 교육 시행률보다 학생의 교육
참여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담배회사의 광고 전
략’의 영역은 교사의 교육 시행률이 학생의 교육 참여율보

5. 교사 및 중ㆍ고등학생의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수
준 및 교육 시행/참여 경험

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 ‘흡연 예방’ 영역

전체 교사 중 18명(36.0%)만이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정

별 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가 학생보다 ‘흡연권

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모

유 상황의 대처 방안’, ‘금단증상’ 및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든 교사가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를 포함한 6개 영역에서의 교육 필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나타났다(Table 5). 또한 4명(8.0%)의 교사만이 ‘흡연 미디
어 리터러시’를 학생에게 교육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4. 중ㆍ고등학생의 흡연 미디어 노출 실태

며, 이들은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평균 7.50회 시행

전체 학생 중 82명(55.8%)이 지난 1년 간 ‘흡연 또는 담배

하였으며, 1회 평균 교육 시간은 40분이라고 응답하였다.

홍보’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4). 학생들

교사들은 ‘교수자의 역량’(51.0%) 및 ‘충분한 교육시간 확
보’(42.9%)를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선행요

Table 4. Exposure to Smoking Media among Middle and High
Schoolers
(n=150)

Total
(n=150)

Past-year exposure to smoking media†
Yes
82 (55.8)
No
65 (44.2)
Media exposed to smoking†,‡,§
Movie
68 (85.0)
Radio
3 (3.8)
Internet
19 (23.8)
Newspaper
1 (1.3)
Subway or bus stops
19 (23.8)
Social network service
1 (1.3)
Supermarket
1 (1.3)
Convenience store
10 (12.5)
Exposure frequency†,‡,¶
Several times per year
35 (44.9)
Several times per month
28 (35.9)
Several times per week
13 (16.7)
Almost daily
2 (2.6)
†

Middle
school
(n=76)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청소년
대상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5점 만점에 평

Frequency (%)
Variable

인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든 교사가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High
school
(n=74)

균 4.37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교사가 청소년 대상 흡
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인식 여부에 따른 교사간 ‘흡연

45 (61.6)
28 (38.4)

37 (50.0)
37 (50.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수준의 차이를 추가 분석

35 (81.4)
2 (4.7)
9 (20.9)
1 (2.3)
9 (20.9)
0 (0.0)
1 (2.3)
7 (16.3)

33 (89.2)
1 (2.7)
10 (27.0)
0 (0.0)
10 (27.0)
1 (2.7)
0 (0.0)
3 (8.1)

하지 않았다(Table 미제시).

26 (61.9)
11 (26.2)
5 (11.9)
0 (0.0)

9 (25.0)
17 (47.2)
8 (22.2)
2 (5.6)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학

The variable has missing data;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exposed to smoking media=82; §Multiple responses;
¶
The total percentage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한 결과, 인식 여부에 따른 중요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본 연구 대상 학생 중 17명(12.0%)만이 ‘흡연 미디어 리터
러시’ 정의를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8명(5.4%)만이 ‘흡연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
육에 참여한 학생의 교육 참여 빈도는 평균 3.25회였으며, 1
회 평균 교육 시간은 51.88분이었다. 교사는 ‘청소년 대상
생이 평가한 점수는 교사의 점수보다 낮은 3.45점이었다.
이는 학생이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보통’ 수준
보다 약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간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및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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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ceived Awareness of Smoking Media Literacy and the Provision/Participation Experiences of It’s Education
Frequency (%) or mean (standard deviation)
Variable
Teacher (n=50)
Understanding of SML‡,§
Yes
No
Teacher’s participation in a training program for the SMLE‡
Yes
No
Number of participation in a training program†
Average minutes spent for training programs†
Provision or participation of the SMLE‡,§,*
Yes
No
Average number of provision/participation of the SMLE†,§,¶,¶¶
Average minutes spent for the SMLE†,§,¶,¶¶
Intention to provide or participate in the SMLE‡,§,#
Yes
No
Importance of the SMLE for adolescent smoking
prevention/Cessation†,‡,††
Prerequisites for the SMLE‡,#
Teacher’s capacity
Student’s capacity
Securement of enough educational time
Student’s interest
Advocacy toward SML
Necessity of training program of SML for teachers
Yes
No

Student (n=150)

p

18 (36.0)
32 (64.0)

17 (12.0)
125 (88.0)

＜.001

0 (0.0)
49 (100.0)
0 (0.0)
0 (0.0)

−
−
−
−

−

4 (8.0)
46 (92.0)
7.50 (2.89)
40.00 (20.00)

8 (5.4)
140 (94.6)
3.25 (1.49)
51.88 (15.80)

.503

33 (67.4)
16 (32.7)
4.37 (0.64)

94 (64.0)
53 (36.1)
3.45 (0.94)

.732

−
−

.015
.480

＜.001

25 (51.0)
1 (2.0)
21 (42.9)
1 (2.1)
1 (2.1)

−
−
−
−
−

−

50 (100.0)
0 (0.0)

−
−

−

SML=smoking media literacy; SMLE=smoking media literacy education.
†
Mean (Standard deviation); ‡The variable has missing data in either the student group or the teacher group; §For teachers, provision of
the SMLE and, for students, participation of the SMLE; ¶The total number of teachers who provided the SMLE=4;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MLE=8; #The total percentage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 Measured with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not important at all) to 5 (highly important); *Fisher's Exact test was performed due to small cell sizes;
¶¶
Wilcoxon-Mann-Whitney test was performed.

참여 경험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학생보다는 교사의 ‘흡

제로 연수 교육을 받은 교사는 48.0%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

연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흡연 예방’ 교육 실태에 대한

교사의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 빈도가 학생의 교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중ㆍ고등

육 참여 빈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사가 평가한 ‘흡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교육강사는 전문강사, 보

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점수(4.37점) 또한 학생

건교사 및 일반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강연방법을

의 평가 점수(3.4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였다[14].
‘흡연 예방’ 교육 시 강연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논 의

교육방법이지만,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은 ‘흡연 예
방’ 교육 시 강연보다는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교육 방법 및

본 연구에서 학생은 주로 강연을 통해 ‘흡연 예방’ 교육을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문헌에서도 교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흡연 예방’ 교육에 만족한

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극 및 소그룹 토의와 같은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사는 현재 시행 중인 ‘흡연 예방’

활동적인 전략의 사용을 강조한다[20]. 그러나, 현재 우리나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흡연 예방’을 주

라 보건교사는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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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개발 및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25]. 국외 연구

며, 창의력 향상 및 스토리텔링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

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 교사는 새로운 교육자료 개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교육방법에

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자료의 부재를 교

대한 교사의 연수 이수는 학생 대상 ‘흡연 예방’ 교육의 성공

육 시행의 중요한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27].

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22], 교사가 소그룹 토의, 역할극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55.8%가 지난 1년 동안 흡연 미

및 체험활동 등의 활동적인 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어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영화의 흡연 장면과

교사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터넷,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의 담배 광고의 순으로 노출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집단에서 ‘흡연 유해성’ 영역

이 많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ㆍ외

의 교육 요구도 및 교육 시행/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흡연 미디어 노출 수준이 높은 것

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표성 있는 우리나라 중ㆍ고등

구체적으로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교육 실태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98.4%가 담배광

조사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 ‘스트레

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북아프리카 5개 국가

스 해소 방법’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77.8%∼93.6%와

[14]. 중ㆍ고등학교의 금연 교육 담당교사의 금연 교육내용

여자 청소년의 82.1%∼94.2%가 TV 또는 영화의 흡연 장면

요구도 조사에서도 ‘흡연 유해성’, ‘흡연 유혹 관리 방법’ 등

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48.4%∼65.9%와

의 교육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3]. 국외에서도 국

여자 청소년의 51.1%∼66.8%가 뉴스나 잡지를 통해 흡연

내와 마찬가지로 ‘흡연 유해성’을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흡

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7].

연 예방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24].

흡연 미디어에 노출된 청소년은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이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의 경우

높기 때문에[6,8],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교사와 학생 집단에서 교육 시행/참여율이 가장 낮은 반면,

는 흡연 미디어 노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

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시행

on Tobacco Control, FCTC)을 통해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

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결과와

판촉 및 후원을 전면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6]. 우리나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청소년의 성 미디어 비판

라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담배광고,

능력의 향상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

판촉 및 후원을 규제하고 있으나, 담배 소매점 내부, 잡지 등

수행의 자신감이 낮다고 응답하였다[12]. 이와 같은 현상은

에서의 광고가 허용되어 청소년이 흡연 미디어에 쉽게 노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고민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을

되고 있는 실정이다[28].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담당하는 교사가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의 의미를 잘 모

보건복지부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의 포괄적인 담배광

르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36.0% 만이 ‘흡

고의 금지를 입법 예고하였다[28]. 그러나, 영화에서의 흡연

연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7년

장면[7,8], 담배의 매력적 포장 및 편의점 진열대의 담배 광

미디어 교육 조사에서는 15.5%∼38.7%의 응답 교사가 ‘미

고[6]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흡연 미디어에 지속적으

디어 리터러시 교육’ 용어가 낯설고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

로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 미디어 노출 수준 감소는

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국외 문헌에 따르면, 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6,10]. 이는 흡연 미디어의 노

다수의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연수를 받지 못해 교

출 규제와 함께, 흡연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사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으

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며, 이로 인해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의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6,10]. 실제 미국 질병관리본

[26]. 둘째,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

부에서 발간한 흡연예방 프로그램 지침에 따르면, 흡연의

료의 부재가 문제일 수 있다[25,27]. 실제, 미디어 교육 담당

해로운 영향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흡연 예방이 어렵기 때문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자료의

에 흡연 미디어에 저항하는 능력의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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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사 및 학생

함에 근거할 때[4], 초등학생보다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의 시행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의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

결 론

리나라 교사와 학생 모두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잘
모르고,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본 연구의 시행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흡연 미디어 리터

다[25].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도

러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

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 연수로는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이 성교육 담당 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용한 성교육 프로그램 연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및 선행

를 시행한 것이 현재 유일하다[30]. 반면, 국외에서는 흡연

연구에 근거할 때,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흡연 미디어

시의 개념 확립 및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육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

[26]. 예를 들어, 미국은 기존 국공립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

된다. 특히,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흡연 미디어 리터

육과정에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를 추가하여 흡연 예방 교육

러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교육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을 시행하고 있다[26]. 또한 청소년기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

수준과 흡연 태도 및 흡연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확립 및 교육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9,10],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

연수가 시행되어야 한다[12,26]. 또한 교사가 학교 현장에

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도 활발히 시행

서 학생에게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할 때 활용할 수

되고 있다[4].

있도록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특성, 교육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미디어 노출 수준이 높은 반면,
흡연 미디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인 흡연 미디어 리터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시
급하다[25].

러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의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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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은 흡연 미디어 리터러시가 청소년기 흡연
의 중요 요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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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미디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26]. 이는 흡연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시
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편의 표집을 통한
표본 선정으로 인해 본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
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둘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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