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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 

: RE-AIM framework의 적용

김수경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청소년기 흡연은 전 생애과정에 영향을 주고, 흡연 연령이 낮을

수록 금연이 어려우므로, 흡연 학생의 금연 관리보다 흡연 가능성 

있는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배 없는 세

대(Tobacco-free generation)를 위해 포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

며, 그중 하나로 2015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흡연예방사업이 운

영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재 흡연예방사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과정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예방사업과 관련된 학교 현장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RE-AIM framework을 적용한 과정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의『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 지

원단 연구사업』에서 수행한 초점 집단토의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를 보완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하였다. 초점 집단

토의는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 29명을 

대상으로 5회 시행되었으며, 문헌 자료는 관련 보고서, 토론집 등의 

양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초점 집단토의를 주제 분석하여 귀납적으

로 도출된 결과에 문헌 자료를 추가하여 참여(Reach), 효과(Effectiv

eness), 채택(Adoption), 실행(Implementation), 유지(Maintenance)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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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정평가를 하였다. 

연구 결과, RE-AIM 틀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인 상황적 맥락(Con

text)이 도출되었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무예산과 넓어진 교육범위 및 인력 차원의 기반구축 미비를 의미

한다. 교사, 학부모, 교직원의 참여(Reach)율은 높았으나, 담당교사는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 가족, 학

교, 지역사회까지 다차원적인 효과(Effectiveness)를 나타냈으며, 학

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효과가 높았다. 전체 학교 중 10.6%가 심

화형을 채택(Adoption)하였고, 채택의 영향 요인은 의무, 투입의 증

가, 기본 운영조건 충족, 관련 기관의 적절한 지원이었다. 실행(Impl

ementation) 측면에서 필수 사업 추진율은 80% 이상이었으며, 관리

자(학교장) 마인드로‘친’흡연예방사업 분위기 조성이 운영의 핵심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의 맥락 이해가 부족한 관련 기

관과의 협력은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학교급에 차이를 

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기본형은 심화형에 비해 운영

이 소극적이고 교육범위가 좁은 경향이 있었다. 초등학교는 상대적

으로 수업시간 확보가 용이하며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보람을 느

끼는 경향이 높았고, 심화형 유지(Maintenance)에 긍정적이었다. 중․

고등학교는 흡연 학생 관리를 위한 금연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

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심화형 유지에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양적 자료를 보완하여 RE-AI

M 틀에 따라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를 한 것으로, 사업이 실

행되는 학교 현장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

의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의의가 존재한다. 

                                 

주요어 : 학교기반, 흡연예방, 과정평가, RE-AIM 틀, 청소년 

학  번 : 2014-23381          



- iii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정책과 운영 현황 5

2. 효과적인 학교기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특성 8

3. 과정평가 9

4. RE-AIM framework 12

III. 연구방법 15

1. 연구 설계 15

2. 자료의 특성 16

가. 초점 집단토의  16

나. 문헌 자료 22

3. 자료의 분석 23

가. 초점 집단토의 자료 분석 23

나. 문헌 자료 분석 25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26

5. 연구 윤리 26



- iv -

IV. 연구결과 27

1. 맥락(Context)에 따른 배경 29

2. RE-AIM 틀에 따른 결과 31

가. 참여(Reach) 31

나. 효과(Effectiveness) 34

다. 채택(Adoption) 39

라. 실행(Implementation) 44

마. 유지(Maintenance) 54

3.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결과 56

가. 사업유형별 차이 56

나. 학교급별 차이 57

V. 논의 64

1. RE-AIM 틀 차원 64

2.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차원 69

3. 종합 차원 71

4.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73

VI. 결론 74

참고문헌 77



- v -

표   목   차

[표 1] 초점 집단 토의 질문지 18

[표 2] 초점 집단 토의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21

[표 3] 서울시 학교급별 조사 학교 및 학생수(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

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2

[표 4]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상황적 맥락 코드북 24

[표 5] RE-AIM 틀에 맞춘 문헌 자료 분석의 목록 25

[표 6] RE-AIM 틀에 따른 자료원 26

[표 6] 학교급별, 사업유형별 흡연예방교육 참여율(서울특별시교육청 & 학

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7

[표 7] 초점 집단토의에 의한 주제와 범주 28

[표 8] RE-AIM틀 중 참여의 결과 31

[표 9] 학교급별, 사업유형별 흡연예방교육 참여율 32

[표 10] RE-AIM틀 중 효과의 결과 34

[표 11] 교육 후 변화율(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

6) 35

[표 12] 현재 흡연하는 학생 중 교육 후 금연 결심변화(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35

[표 13] RE-AIM틀 중 채택의 결과 39

[표 14] 사업 참여인원 및 담당교사의 특성(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

예방사업지원단, 2016) 40

[표 15] RE-AIM틀 중 실행의 결과 44

[표 16] 사업 우선순위 및 교장지원(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



- vi -

지원단, 2016) 45

[표 17] RE-AIM틀 중 유지의 결과 54

[표 18] 2015년도 대비 2016년 심화형 유지 비율 55

[표 19]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사업 특성 비교 59

그  림  목  차

[그림 1] 초점 집단 그룹 17

부  록  목  차

[부록 1]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94

[부록 2] 초점 집단토의 분석 코드북 95



- 1 -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전국 7.8%, 서울 7.0%이고, 남학생

은 전국 11.9%, 서울 10.7%, 여학생은 전국 3.2%, 서울 3%로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과 비교 하였을 때 서울 청소년의 흡연율은 비슷하

거나 다소 낮은 편이다.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1 흡연율(’15년 0.9%)에 비해 고3 흡연율(’15년 14.0%)이 15배 

이상 높다. 고3 남학생(22.0%)의 흡연율은 중1 남학생(1.3%)에 비해 

약 18배 증가하였으며, 고3 여학생(5.3%)은 중1 여학생(0.5%)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는 양상으로(교육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

5),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청소년 시기에 흡연

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흡연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 요인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폐 성장을 방해하여 천

식,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Arday et al., 1995; Gold et a

l., 1993), 음주, 성관계 같은 위험 행동에 노출이 될 수 있으며(Warr

en et al., 1997), ADHD(Milberger et al., 1997), 우울(Audrain-McGov

ern et al., 2004; Patton et al., 1996), 자살과도 관련성이 크다. 장기

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폐

암(Strand et al., 2004),구강암 등의 위험요인을 증가시켜 사망률을 

높인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A, 1994). 흡연 

시작의 80%는 18세 이전에 시작되며(Department of Health and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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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Services, 2012), 청소년기의 경험은 이후 전 생애과정을 관통하

는데 흡연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는 커져 금연이 더욱 

어려워지고(Chassin et al., 1990), 평생 흡연자 및 중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A, 

2012; Taioli & Wynder, 1991). 청소년 흡연자들이 금연에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Kelder et al., 1994), 청소년은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참가하더라도 프로그램 유지율이 낮아 청

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A, 1994). 이러한 이유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

년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게 하는 것 보다 잠재적으로 흡연 가능성

이 있는 학생들에게 흡연시작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율을 낮

추고, 궁극적으로 전체 인구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이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로 이러한 청소년 흡연 차단의 시작은 담

배 종식(Berrick, 2013)임을 언급한다. 담배 종식(Tobacco Endgame)

의 주요 전략인 담배 없는 세대(Tobacco-free generation)는 특정 년

도 이후 출생자부터 신규 흡연자가 O이 되도록 하는 정책으로(Berri

ck, 2013; Warner, 2013), 청소년 세대가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제도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흡연예

방교육을 통해 담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금연 의지를 다지

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감소의 포괄적 접근 중 하나

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1999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을 진행

해 왔으며, 금연선도학교는 2013년 1,262개교(전체학교의 10.9%), 20

14년 1,381개교(전체학교의 10%)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담뱃값 인



- 3 -

상 등의 재원 확보를 통하여 2015년부터는 전체 11,837개교(전체학

교의 100%)에서 학교흡연예방프로그램의 운영이 확대되었다(한국건

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5). 전국적으로 학교기반의 흡연

예방사업이 2014년 대비 90% 증가하여, 2015년에는 100% 실행되었

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

다. 2015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예방

사업 지침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

업운영 참여자 수는 2-3명이 42.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본

인 혼자’가 24.8%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수준의 협력을 보이고 있으

며, 학교 내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관리자의 지원이 사업 운영 중 

어려웠던 점으로 꼽혔다(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

연지원센터, 2016a). Cuijpers(2002)에 따르면 흡연예방교육은 일방향

의 지식전달보다 거절기술의 연습, 건설적인 비판, 참여자들의 의견

교환과 같은 쌍방향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나, 실제로 운영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주로 전체학생이 강당에 모여(48.0%), 외부강사(68.

5%)가 강의식(64.0%)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6a).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첫 해를 완료한 시점

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대했

던 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의 세부 내용 중 어떤 요소들이 잘 되고, 

어떤 요소들이 어려운지,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 등 학교라는 복잡한 공간에서 이 사업의 

맥락 탐색을 통해 현재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질적 연구는 학교에서의 과정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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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탐색하게 할 것이고, 양적 문헌 자료의 추가는 학교흡연예

방사업의 종합적인 과정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1999년부터 시작되었던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2015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흡연예방사업이 운영

되고 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

지는데 기존의 학사일정에 넣어야 할 수업 시간, 지도할 교사, 새로

운 교재 등 학교에서 운영할 때 영향을 주는 상황적 맥락이 존재한

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흡연예방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흡연예방사업과 관련

된 학교 현장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다중 자료원을 

활용한 과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요인을 도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분화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흡연예방사업의 참여, 효과, 채택, 실행, 유지의 과정평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맥락을 확인하고 현재 상

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과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흡연예방

사업 증진 전략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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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정책과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추진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Tobacco Control 이하 FCT

C)에 2005년 공식적인 협약을 맺음으로써 협약 조항을 이행할 의무

를 갖게 되었다. WHO FCTC 제 12조는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

중의 인식제고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흡연 및 금연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그룹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초․중․고․대학

교와 같은 학교기반의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WHO, 2010).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5년 1월부

터 담배가격의 인상 등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청소년 대상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다. 부과된 담뱃세 중 

일정부분을 금연사업 및 건강증진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FCTC 제 6조 이행 조건에 따라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 중이고(WHO, 2010), 2014년도 예산인 113억

에 비해 2015년도에는 1,475억 원으로 1,205% 증가하였으며, 2015년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체 예산의 30.1%에 해당하는 4

44억 원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의 예산으로 배

정 받았다(보건복지부, 2014). 2015년부터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

역특성에 맞게 흡연예방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학교에서 운영되

는 흡연예방교육사업은 필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기본형 사업과 

특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는 심화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학교흡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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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업은 사업유형과 학생수로 예산에 차등을 두어 각 학교에서 운

영한다. 전체학교의 90%에 해당하는 기본형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가 필수로 추진해야하는 항목은 추진체계 구축, 흡연예방 교육, 흡

연예방 활동(홍보 및 캠페인 포함),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 참여이고, 2015년도 기본형 예산은 150만원에서 300

만원 이하로 배분되었다. 전체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심화형 사업

을 운영하는 학교는 기본형 사업의 필수 추진 내용에 추가로 활동

준비 및 계획수립(요구도 조사, 사업 계획 수립), 학교 선포식 운영, 

흡연학생관리 및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

진,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2015년도 심화형 예산은 500만원에서 1,00

0만원 이하로 배분되었다(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각 학교에서는 사업 지침서의 필수 항목을 시행하되 운영 내용과 

방법은 자율적이다. 

위와 같이 서울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의무로 예산을 

받아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에 초등학교

는 599교, 중학교 384교, 고등학교 318교, 특수학교 29교, 각종학교 

14교로 총 1,344교가 있고, 서울시 초·중·고 학생수는 약 103만 

명, 교사 수는 약 7만 2천 명이다(서울교육통계, 2015). 2015년도부터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시행되며, 사업 안내를 위해 학교장 및 담당교

사 연수를 시작으로 예산과 지침서가 배부되었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실시되기 전, 예산은 없었지만 기존에도 흡연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2014년도 학교보건업무 안내

에는 초등학생 연 2회 이상, 중․고등학생 연 1회 이상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교육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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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2016년도에 개정된‘학교 안

전 교육(교육부고시 제 2016-90호)’실시 기준 중‘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영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고시되어있다(교육부, 2016).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시작된 후 보건교

사들의 대표 온라인 사이트인 참보건연구회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의견교환이 많았는데, 2016년 1

2월 10일‘체험부스, 금연 골든벨, 인형극, 연극, 뮤지컬’을 키워드

로 검색했을 때 2016년 3월부터 총 177건의 글이 게시되었다(참보건

연구회, 2016).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5년 8월에 창

간한 온라인 학교흡연예방사업 뉴스레터 중 교육청, 보건소, 학교 

등 흡연예방사업 관련 기관에서의 활동이 보도된 뉴스를 종합한 면

(오늘 학교는?)을 1호부터 18호까지 확인 하였을 때, 전체 보도 자료 

중 평균 약 33%는 학교에서 외부업체 프로그램 혹은 강사에 의해 

교육된 내용이었다(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6b). 2016년 7월에 학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의 학교보건진흥원에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9월부터 

흡연예방 강사 및 찾아가는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흡연

예방사업이 시행되었고, 현재 실효성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학교 및 

관련 기관들은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2016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S

eoul School Health Plan 2020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현재 서울시 

청소년 흡연율 7%를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2020년에는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현재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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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적인 학교기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특성 

  학교기반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회적 영향(soci

al influence)의 규범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고(Bruvold, 

1993; Cuilpers, 2002),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생 때 사회적 영향 접근

의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경우 15년 뒤 흡연량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Vartiainen, 1998). 방법적으로는 또래가 지지하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많은 연구에서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Campbell, 

2008; Cuilpers, 2002; Rooney & Murray, 1996). 청소년 흡연의 강력

한 예측인자로 학교 환경을 언급하며, 흡연하지 못하는 학교 환경 

조성은 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하거나 흡연 시도를 늦추는 결과가 있

었다(Barnett et al., 2007; Pinilla et al., 2002). 이와 반대로 교내 정

책이 흡연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들도 있었는데(Copp

o et al., 2014), 단일한 방법 보다 학교흡연예방교육, 미디어 캠페인, 

금연 프로그램, 교내외 흡연금지 정책,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한 다

양한 접근이 학생 흡연예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져 있

다(Lantz et al., 2000; Lovato et al., 2010).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이외에 학교의 상황과 분위기가 사업 수

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WHO(1999)와 Susssman & 

Sun(2009)은 흡연예방프로그램의 장소로 학교가 가장 효과적이나 학

교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고 언급

한다. 그 요인에는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낮은 협력수준, 학생 건강증진 책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부



- 9 -

족, 인적 자원 등이 그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직접적인 교육이 이

루어지는 학교와 가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학

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계, 학부모의 참여가 동반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uilpers, 2002; de Vries 

H et al., 2006). 학교에서 예방 프로그램의 채택, 실행, 적용에 부정

적 영향이 높다고 알려진 요인은 분산된 의사결정, 적은 예산, 적절

한 기반구축의 부족, 프로그램 매뉴얼 부족 (Backer et al., 1986; Ha

llfors & Godette, 2002; McCormick et al., 1995; Pankratz et al., 200

2)이다. 실행에서의 특정 장애요인들은 프로그램의 복잡성, 프로그램 

목표가 학교 현장과 맞지 않음, 프로그램을 가르칠 교사 부족, 프로

그램의 물품 부족, 꾸준하지 않은 프로그램 인력, 상위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지원들이 있다(Ennett et al., 2003; Hallfors & Godette, 200

2; Hallfors & Van Dorn, 2002). 

학교흡연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 구

성 자체의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는 특성도 고

려해야한다. 학교에서 흡연예방사업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지 본 연구에서 탐색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방

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맥락을 파악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3.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과정평가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평가로, 프로그램의 투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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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상황적 맥락과 핵심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집합체이

다.‘무슨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

킬 수 있고 이론에 기반하여 향후 계획을 개선할 수 있다. 흡연예방

을 위한 과정평가의 범위는 과정평가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범위,  

혹은 관심 있는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 특정 프로그램 하나의 활동

을 탐색하고자 한다면 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 되고, 

만약 과정평가의 범위가 지역사회를 포함한 흡연예방 전반적인 범

위에서 보고자 한다면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보까지 평가하

면 된다. 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를 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로 프

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향상, 효과적인 프로그램 보완, 이해관계

자들의 책무성 증진이다.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투입, 활

동, 산출, 상황적 맥락을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오류에 대비할 수 있다. 모니터링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향상 될 수 있는데, 표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와 비교하여 과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표준(standard) 프로그램이 

없다면 유사 프로그램의 경험을 기반으로 규범적인(normative)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과정평가에서 평가논리모형의 투입, 활동, 산출 3가지 지표를 수집

할 수 있다. 투입 지표는 인력, 자금 등 다양한 자원이 해당되고, 활

동 지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활동 상황으로 청소년 캠페인, 미디

어 메시지, 협력 등이 해당되며, 산출 지표는 프로그램 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예를 들어,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수, 높아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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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상점이나 버스에 붙여진 포스터수가 그에 해당된다. 과정평가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모형 지표는 다음과 같다. 투입 측면에

서는 자금, 일하는 사람 수, 일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나이, 성

별), 일하는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전문가 자격의 여부, 경험 유무), 

장소를 다루고, 활동 측면에서는 전체 대상의 활동, 개인 대상의 활

동, 프로그램의 특성, 모집 부분을 다루며, 산출 측면에서는 참여율, 

참여한 사람의 특징, 활동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 등을 다룬다. 추가

적인 요소로 조직체계(협력, 리더십, 행정절차 등), 관련 기관과의 협

력 등이 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과

정평가에서 다루는 주요 영역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프로그램의 충실성, 대상인구, 참여인구, 프로그램이 야기한 결과, 

환경적 요인, 효과적인 수행의 장애요인 등이 있다(Baranowski & St

ables 2000; Davis et al., 2000; Redwood et al., 2016). 평가 틀 중 

많이 활용되는 RE-AIM framework은 Reach, Efficacy, Adoption, Imp

lementation, Maintenance의 다섯 요소로 평가하는데 대상 인구에 

도달 정도, 효율성 또는 효과성, 기획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채택, 

수행 시 일관성, 개인이나 조직차원의 프로그램 효과 유지가 그에 

해당한다(Glasgow et al., 2002; Glasgow et al., 2001). 공공보건 프로

그램은 궁극적으로 인구집단에 이로움을 주는지는 효용이나 효과로

만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채택하고, 수행하고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도 결정된다(Oldenburg et al., 1999). Mueller e

t al., (2006)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친밀성, 자금, 매뉴얼의 사용

에 관하여 투입 측면에서 과정평가를 하였다. 10개의 주에서 연구가 

되었으며, 핵심 담당직원의 설문조사와 질적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

보를 바탕으로 과정평가 한 결과를 반영하여 매뉴얼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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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에서 질적 연구는 정확한 효과 측정보다 불확실하거나 복

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은 프로그

램 운영하는 담당자 혹은 참여자들에게서 얻게 된다. 그 중 초점 집

단토의는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제안을 위해 

시행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시행된 첫 해를 마친 시점에서 전반적인 투입, 

활동, 산출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과정평가의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흡연예방사업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교흡연예방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교마

다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학교에 적용할 표준 프로그램은 없으며, 

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할 때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한 학교의 프로그램 과정평가가 아닌, 서울시 학교를 대상

으로 과정평가를 하므로 투입, 활동, 산출, 조직체계(협력, 리더십, 

행정절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측면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에 영

향을 주는 공통 지표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4. RE-AIM framework  

RE-AIM 틀은 통제된 환경에서 개발된 연구가 현장에 맞게 적용(t

ranslation)및 보급(dissemination)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틀로(Glasgow et al., 1999), 근거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현장에 잘 적용되었는가에 관한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이다(Glasgow 

et al., 1999; Wozniak et al., 2015),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

점으로 나누어 볼 때, 내적 타당도는 효용성 있는 증거기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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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현장에 얼마나 잘 맞는지 효과(effect) 정도를 보는 것이고, 

외적 타당도는 프로그램이 채택(Adoption), 유지(Maintenance)되며, 

일관성 있게 실행(Implementation)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

달했는지(Reach)를 보는 것이다(Brownson et al., 2012).

참여(Reach), 효용(Efficacy) 또는 효과(Effectiveness), 채택(Adoptio

n), 실행(Implementation), 유지(Maintenance)의 다섯 차원으로 평가한

다. 참여는 해당 대상자 중 참여한 비율로 개인 차원을 의미하고, 

효용은 지침대로 실행했을 때 성공률이며, 채택은 조직 차원에서 프

로그램을 받아들인 비율이다. 실행은 현실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유지는 시간이 지나도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Glasgow et al., 1999). RE-AIM 틀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발전되었고 그 특징적인 것이 채택(Adoption)영역으로, 참여(Reac

h)와 채택(Adoption)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여(Reach)는 개인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채택(Adoption)은 조직 차원(setting level) 혹은 

인력 차원(staff level)의 비율을 의미한다.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특

성을 비교하는 것은 연구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며, RE-AIM 

틀을 적용한 연구는 신체활동, 비만, 질병관리에 관련된 연구 비율

이 높았다(Gaglio & Glasgow, 2013).

  RE-AIM은 복잡한 실제 현장보다 최적의 효용 조건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Kessler & Glasgow, 201

1), RE-AIM 틀이 발전되며 다수의 건강 연구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

용되었고, 틀이 개발된 후 10년 동안 연구된 방식을 분석하였을 때 

지역사회 기반의 다차원 프로그램,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RE-AI

M 틀 사용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맥락의 중요성과 RE-AIM



- 14 -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질

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는 수행된 프로

그램의 촉진․장애요인 등의 맥락을 탐색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증가

되는 추세이다. 심층면담조사, 관찰조사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Ga

glio & Glasgow, 2013). 

RE-AIM 틀이 초기에는 건강행동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적

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계획 단계부터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알리

며, 문헌고찰을 할 때도 쓰인다(Gaglio & Glasgow, 2013). RE-AIM 

틀을 적용한 과정평가의 질적 연구로는 직장 내 비만 관리 프로그

램(Brace et al., 2014), 학교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Jenkinson 

et al., 2012), 건강한 점심 먹기 프로그램(Gaines et al., 2015),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과 영양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Wozniak et al., 2015)가 있다. RE-AIM 틀을 적용한 흡연

관련 연구로는 직장 기반 금연 인센티브 프로그램(Kim et al., 2012), 

병원 기반에서 의료진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합한 금연 프로그램

(Meyer et al., 2012), 저소득 여성 흡연자의 금연 프로그램(Glasgow 

et al., 2000)등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만약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성

공적이지 않다면, RE-AIM 틀은 그러한 원인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

며, 프로그램 기반 자체의 문제인지 부적절한 전달의 문제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모형이다(Breitenstein et al., 2010; Rychetnik et al., 200

2; Wozniak et al., 2015). 

  초기에 RE-AIM틀이 통제된 상황에서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적

용했을 때의 결과평가를 위해 만들어 졌으나, 시간이 지나며 틀이 

발전해 감에 따라 넓은 범위의 현장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과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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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RE-AIM 틀을 적용한 연구가 주로 

양적 방법으로 쓰였지만 점점 확장되어 질적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

며, 이는 넒은 범위와 복잡한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와 채택을 구분하여 적용이 필요하며, RE-AIM 틀을 활

용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는 실제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데 적합하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해 탐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이 RE-

AIM 각 영역에는 어떻게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체계적인 과정평가를 

하고자 다중 자료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운영 용역 사업인『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단 연구사업』에서 전문적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 대상의 교재 개발 및 현장 맥락 탐색을  

위해 수집된 질적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를 보완하여 학

교흡연예방사업 과정평가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하고자 한다. RE-AI

M 틀이 과거에는 주로 결과평가에 적용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에는 계획평가, 과정평가 등에 쓰이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Gaglio 

& Glasgow, 2013), RE-AIM 틀이 과정평가에 적용된 선행연구를 확

인할 수 있어(Brace et al., 2014; Gaines et al., 2015; Jenkinson e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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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2), 본 연구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를 위해 RE-AIM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의 특성

가. 초점 집단토의

초점 집단토의는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진행자가 제

시하는 주제에 대한 경험, 인식, 의견, 감정 등을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보통 6-12명의 참여자들로 구성되며, 보

건교육연구,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등에 활용된다. 초점 집단토의

는 양적 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참여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Basch, 1

987; Krueger & Casey, 1988). 

  해당 연구과제에서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

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토의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

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의 경험과 시각에서 본 흡연예방사업

의 운영과 사례,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교재의 현황과 이용경험 

및 개선 방향, 효과적인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위한 중요한 영역 및 

지표에 대한 논의, 교내외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모집

초점 집단토의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초․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1년 이상 실제 담당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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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초(1회)

7명

중․고(2회)

11명

심화형

초(1회)

5명

중․고(1회)

6명

있는 교사(보건교사, 생활지도교사 등)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1년 미

만으로 담당하거나, 조사기간 중 휴직, 해외 체류 등으로 토의가 어

려운 경우는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초점 집단토의 참여자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거하여 학교흡연예방 사업 유형과 

학교급으로 구별하여 모집이 진행되었다. 사업 유형은 기본형과 심

화형, 학교급은 초등과 중등(중학교․고등학교)으로 그룹하여 담당교

사의 연령, 교사 경력, 학교 내 직책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다

양하게 반영되도록 모집하였다. 초기 참여자는 초등학교 흡연예방 

사업 대부분의 담당자인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모집하였고, 추가 참

여자는 소수의 초기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눈덩이 표집(Sno

w-balling Sampling)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교

사가 아닌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그룹을 추가하였다. 초점 집단토의는 총 5회 실시되었으며, 초점 집

단 그룹은 <그림 1>과 같다. 그룹은 기본형 사업을 운영하는 초등학

교 보건교사 7인(Group 1), 심화형 사업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보건

교사 5인(Group 2), 기본형 사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6

인(Group 3), 기본형 사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생활안전부 교사

와 보건교사 5인(Group 4), 심화형 사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생

활안전부 교사와 보건교사 6인(Group 5)로 구성되어 총 29명이었다. 

초점 집단토의는 약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다.

<그림 1> 초점 집단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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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  

적인

운영

�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흡연예방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2016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중 ‘유형별 사업추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운영 시 

어려움이 있었던 항목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말씀해주

시겠습니까?  

                                                

2) 초점 집단토의(Focus groups) 진행 절차

해당 과제의 연구진은 먼저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녹음기를 켜고 초점 집단토의를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

들이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참여자들의 흡연예방사업 유형, 학교급, 교내 직책, 운

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지에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 기

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토

의할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초점 집단토의를 실시하

였다. 초점 집단토의 과정은 도입질문에서 핵심질문으로 점차 심화

되는 구조이며, 각각의 질문에 대해 한 번 이상 돌아가면서 응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 먼저 준비된 참여자가 있을 경우 

순서에는 관계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순환구조로 진행하였다. 

다음 <표 1>은 초점 집단토의 시 해당 과제의 연구진이 연구 참여

자에게 질문하였던 질문지이다. 

<표 1> 초점 집단토의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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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형
학교

심화형
학교

∙ 기반구축 필수 필수

∙ 활동준비 및 계획수립 

- 요구도 조사, 사업 계획수립 
선택 필수

∙ 학교 선포식 운영 선택 필수

∙ 흡연예방 교육 필수 필수

∙ 흡연예방 활동(홍보 및 캠페인 포함) 필수 필수

∙ 흡연학생관리 및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 (Jr.END) 등

  - 중･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 (END) 등

선택

필수
(흡연학생

이 
없는 경우
‘선택’ 사
업으로 조

정)

∙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필수 필수

∙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 참여

(설명회 포함) 
필수 필수

∙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선택 선택 

∙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해당
없음

필수

                                   

                                   

           

                                   

   

                           [유형 별 사업 추진 내용]

2. 

교재

� 흡연예방수업에 어떤 교재를 사용하시는지요. 사용하시

는 교재의 이름과 활용방법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END 교재가 학교에서 활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왜 

그런지 경험과 더불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내용이나 구성의 면에서 어떤 교재가 있다면 학교에

서 활용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평가

� 학교흡연예방사업이 끝날 때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어떤 지원이 있다면 결과 평가에 도움

이 되겠는지’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부록 1>’를 함께 확인

하며) 성공적인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지표 혹은 추가해야 할 지표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예방사업을 진행할 때 구성한 협의체가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교내 역할 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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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내

외 

협력

잘 된다면 잘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

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보건소, 병의원 등)의 연계를 어떻

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높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5. 

정리

� 앞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 혹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

다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점 집단토의에 참여한 연구진은 토의가 끝나고 난 후, 보조 진

행자의 현장노트와 종합하여 녹음 내용을 텍스트 정보인 전자 문서 

파일 형태로 전사하였다. 이후 초점 집단토의 진행자였던 연구원은 

다시 녹음 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비언어적 표현 추가 및 오타 

수정의 과정을 통해 최종 전사파일을 완성하였다.

3) 초점 집단토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초점 집단 토의에 참여한 인원은 총 29명이었으며, 참여자의 일반

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28명의 참여자 중 남성은 24%, 여성은 

76%이며, 연령 분포는 25-29세가 7%, 30-39세가 14%, 40-49세가 4

5%, 50-59세가 34%였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7세였다. 초등학

교 교사가 41%, 중학교 교사가 35%, 고등학교 교사가 24%였으며, 

사업 유형은 기본형이 59%, 심화형이 41%였다. 학교에서의 직책은 

보건교사가 83%, 생활안전부장이 17%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당자

모두 여성 보건교사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담당자가 보건교사이

거나, 생활안전부장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 21 -

명 %

성별

남 7 24

여 22 76

연령

25-29 2 7

30-39 4 14

40-49 13 45

50-59 10 34

학교급

초 12 41

중 10 35

고 7 24

사업유형

기본형 17 59

심화형 12 41

직책

보건교사 24 83

생활안전부장 5 17

계 29 100.0

<표 2> 초점 집단토의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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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전체
일반 특성 소계

기본형
학교 22 34 29 5 34 90

학생수 992 2,589 1,976 296 2,272 5,853

심화형
학교 3 8 2 2 4 15

학생수 123 636 123 123 246 1,005

전체
학교 25 42 31 7 38 105

학생수 1,115 3,225 2,099 419 2,518 6,858

나. 문헌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관련 보고서, 토론집, 금연서비

스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이트의 문헌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 해

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서울시 학교의 역할’토론집은 2015년 12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

원에서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의 사업 현황 파악 및 효과 분석을 위해 

전국의 1,100개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2015년도 학교흡

연예방교육사업 운영조사’를 서울시로 한정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서

울시 분석 자료 조사 대상은 <표 3>과 같다.

<표 3> 서울시 학교급별 조사 학교 및 학생수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교육청, 학교 등의 담당자들이 이용

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계획서, 보고서 등을 올리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는 종합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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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가. 초점 집단토의 자료 분석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현재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초점 

집단토의에서 수집된 텍스트 자료로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는 먼저 초점 집단토의를 통해 수집된 5개의 전사본에 대해 반복

적으로 읽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들의 관점에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후 학교 단위에서 흡연예방사업과 관련

된 모든 의미 단위를 명명하는 개방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개방 코

딩 결과 최초 152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나, 비슷한 의미의 코드를 

묶고 새로 코드를 명명하며 최종 132개의 코드로 확정되었다. 이렇

게 추출된 코드에 관련성을 고려하여 범주화 과정을 통해 44개의 

하위 범주와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15개의 범주에 대하

여 공통의 속성에 따라 6개의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각각

의 주제와 관련된 범주 및 코드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전체 자

료와 주제의 관련성을 재검토하여 도출된 주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

듬으며 정확한 정의를 생성하였다. 도출된 6개의 주제 중 첫 번째 

주제는‘학교흡연예방사업의 상황적 맥락’으로 <표 4>와 같다. 생

성된 12개의 코드는 코드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5개의 하위 범주

가 생성되었으며, 2개의 범주로 묶인 후, 하나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코드북은 <부록 2>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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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범주 하위
범주

코드 코드 설명

학
교
흡
연
예
방
사
업
의

상
황
적

맥
락

의무
예산과

넓어진 
교육 
범위

예산
집행이
추가된

흡연
예방
교육

기존에도 
있던 

흡연관련 
교육

학교흡연예방사업 이전에도 담배
피지 말라는 규정, 금연학교 보내
기, 흡연학생 지도하고 있었음

예산 사용 
중심

흡연예방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
한 교육적 고민이 아닌 주어진 예
산을 모두 사용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과 운영

의무사업에 
따른 부정적 

감정

학교에  의사 물어보지 않고 흡연
방사업관련 예산을 내려보내 모두 
사용해야하는 비자발성에 의한 부
정적 감정

업체
들에 
대한

담당
교사의 
태도

스트레스
빈번한 흡연예방관련 물품, 교육
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의 외부 
팜플렛과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체 
배불리기

의무적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억
지로 하며 업체만 배불리는 격이
라고 생각함

교육의  
기능에

초점
두는 

흡연예
방사업

학생 
교육에만 
초점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하는 예방차원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체계를 다져야함을 강조

사회적 
분위기  
조성

흡연율 줄이는 것은 획일적  교육
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
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

외부적인 
노력이 필요

학교흡연예방사업 보다 정치적, 
제도적, 대중매체 등의 외부적인 
노력 필요

인력 
차원의

기반
구축
미비

교내
담당

교사의

부담

과도한  
업무

이미  맡은 업무들은 많은데 흡연
예방사업으로 그 업무들에 추가로 
업무가 생긴 꼴. 업무 전체 중 하
나의 사업일 뿐인데 계획, 중간보
고, 결과보고, 파일 탑재, 협의체 
구성 등 업무 로딩이 큼

부정적 감정
기존의 교사에게 흡연예방 전문가
가 되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
정

외부
전문가
활용의

어려움 

외부 강사 
선정

흡연예방 전문가, 프로그램을 담
당교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신
청하여 진행

검증된 강사 
부족

검증된 강사나 프로그램을 확인할 
루트가 없고 강의 수준이 낮은 경
우가 있음

<표 4>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상황적 맥락’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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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Glasgow et 

al., 1999)

기준

(Glasgow et al., 1999; 

Gaglio et al., 2013)

자료원

참여

(Reach)

대상자 중 

참여자 비율

� 흡연예방사업의 

참여율 

ü 학생 참여율

ü 교직원 참여율

ü 학부모 참여율

‘담배 없는 세대를 위

한 서울시 학교의 역

할’토론집(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흡연예

방사업지원단, 2016)

효과

(Effectiveness)

가이드라인

대로 

수행했을 

때의 성공률

� 학교급별 

교육 후 변화율

� 학교급별 현재 

흡연하는 학생 중 교

육 후 금연 결심변화 

‘담배 없는 세대를 위

한 서울시 학교의 역

할’토론집(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흡연예

방사업지원단, 2016)

채택

(Adoption)

주어진 

프로그램의 

적용된 비율

� (조직 차원)

기본형과 심화형

의 비율

2015년도 학교흡연예

방교육사업 추진 계

획서(서울시교육청, 

2015)

� (인력 차원) 

학교급별 참여 교

사 수, 참여 교사 

특성

‘담배 없는 세대를 위

한 서울시 학교의 역

할’토론집(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흡연예

방사업지원단, 2016)

나. 문헌자료 분석 

‘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서울시 학교의 역할’토론집(서울특별시교

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015년 학교 흡연예방 교육

사업 추진 계획서(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를 인용하였으며, 보건복지

부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5>

는 과정평가를 위한 RE-AIM 틀에 맞춘 문헌자료 분석의 목록이다.   

         <표 5> RE-AIM 틀에 맞춘 문헌자료 분석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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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Implementation)

실제에서 

의도된 대로 

실행된 정도

� 2016 학교흡연

예방사업지침 

중 필수 사업의 

항목별 추진율

� 사업의 우선순

위 및 교장지원

‘담배 없는 세대를 위

한 서울시 학교의 역

할’토론집(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흡연예

방사업지원단, 2016)

유지

(Maintenance)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지속한 정도

� 2015년 심화형 

학교가 2016년

도에 심화형을 

운영한 비율

보건복지부 금연서비

스 통합정보시스템

(nosmk.khealth.or.kr)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점 그룹토의를 학교급, 사업유형

별로 구분하여 그룹을 구성하였고, 이는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의 의

견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연구자 1인이 범할 수 있는 주관

적 해석을 막고자 질적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 온 보건학 교수 1인

의 검수를 받았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토의에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Sandelowski, 1986).

5. 연구 윤리  

본 연구는 2016년 9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

인(IRB No. 1609/001-007)을 받은 연구과제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에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학위논문 연구 주제에 맞는 재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신청을 하

였으며, 2016년 1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IRB No. E1610/0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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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초점 집단토의의 심층적 자료에 의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주제와 범주는 <표 7>과 같다. 도출된 주제, 범주, 하위 

범주, 범주의 속성을 고려하여 RE-AIM framework에 해당하는 영역

과 연결하였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논의된 것을 

추출하여 자료를 생성한 후, RE-AIM 영역과 연결하는 귀납적 방법

으로 분석하여 RE-AIM 각 영역에 해당하는 자료 비중의 차이가 발

생하였고, 동일한 차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참여(Reach)는 범주와, 

효과(Effect)는 주제와 연결되었다. 초점 집단토의 분석 결과 RE-AI

M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는‘학교흡연예방사

업의 상황적 맥락’이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의 배경에 해당하여 RE-

AIM틀에 따른 결과 전에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이 사업유형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특징적이므로 결과 3.에서 서

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1. 맥락(Context)에 따른 배경 2. 

RE-AIM틀에 따른 결과 3.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결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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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상황적 맥락

� 의무예산과 넓어진 교육 범위

� 인력차원의 기반구축 미비

2. 학교 내 차원에서 사업의 시작

� 학부모, 교직원, 흡연 학생의 어려운 참여

� 심화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이유 

3. 교내 사업의 전반적 운영

� 일반적인 기반구축과 흡연예방 교육

� 활동 중심의 흡연예방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 논의가 필요한 평가 

� 관리자의 마인드로 ‘친’흡연예방사업 분위기 조성 

4. 학교 급에 따른 차이

� 흡연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초등학교의 운영

� 흡연학생 관리가 추가된 중․고등학교의 운영

5. 관련기관과 협력의 특성

� 관련 기관과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 학교 현장의 맥락 이해가 부족한 협력

� 학교 현장에 적합한 지원

6. 다차원적 효과

� 가시적 효과

� 기대하는 효과

<표 7> 초점 집단토의에 의한 주제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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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락(Context)에 따른 배경

  초점 집단 토의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주제 중 RE-AIM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맥락(Context)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 흡연예

방사업의 배경이 되는 상황적 맥락으로,‘의무예산과 넓어진 교육의 

범위’및‘인력차원의 기반 구축 미비’가 특징적이었다. 

가. 의무예산과 넓어진 교육의 범위

2015년부터 학교흡연예방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학교에서는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학생 지도를 하고 있었다. 학교에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모두 사용하

며 교육해야하는 비자발성에 대해 담당교사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각 학교마다 의무 예산이 생긴 것을 알고, 많은 업

체들이 생겨났으며, 일단 내려온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학교에서는 

업체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대해 담당교사

들은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도 업체만 배불리

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흡연예

방관련 물품, 교육자료, 프로그램 등의 빈번한 홍보전화와 우편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다는 교사들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예

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적 고민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어 계획 

및 운영을 하는 특징이 파악되었다. 담당교사들은 흡연예방사업의 

필수인 학부모․교직원 교육,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포함한 넓은 의

미의 교육에 대해, 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학생 대상의 교육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았으며,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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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같이 외부적인 노력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획일적인 교육보다 청소년에

게 담배를 팔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및 정치적, 제도

적인 외부적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도부에 보니까, 물

어도 봤고 옆에서 지켜도 봐 왔는데,...(중략) 그냥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거기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본형 

운영, 중학교 보건교사, 여성, 50대)

나. 인력차원의 기반 구축 미비

갑자기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며 추가 업무로 인해 교내 담당교사

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담당교사들은 이미 맡고 있는 업무에 

흡연예방사업이 추가로 생겼고, 전체 업무 중 하나의 사업일 뿐인데 

계획, 중간보고, 결과보고, 파일탑재, 협의체 구성 등 업무가 과다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기존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인력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를 부담할 인력이 있다면 도

움이 될 텐데 양쪽 모두 수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증

진개발원에서 개발한 흡연예방교재를 학교에 배부하며, 교재를 숙지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권장하는 점에서 기존의 교사에게 흡

연예방 전문가까지 되라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교내 인력으로 사업 운영이 쉽지 않아 외부 강사를 활용하

려 할 때 담당교사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후 선정하고 신청하였으며, 

이 때 검증된 강사나 프로그램을 확인할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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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초점 집단토의 심층 자료

참여

(Reach)

� 학생 참여율 100%

   교직원 참여율 86.5%

   학부모 참여율 81.3%

� 학부모, 교직원, 흡연 

학생의 어려운 참여

“근데 그렇게 혼자서는 그렇게[양질의 흡연예방사업]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턴[기존의 보건업무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이 안 되면 

동아리 운영할 수 있는 그 강사 분 강사비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는

데...” (심화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40대)

“저는 END[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하고 교육청에서 보급한 교재]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같이 교육하는 강사도 딸려 보내주면 좋겠어요...(중

략)이거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강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우리가 신청

을 하면은 이게 학교에 쌓이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이 들거든요.” (심화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50대)

2. RE-AIM 틀에 따른 결과

초점 집단토의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결과와 문헌자료 분석으

로 얻은 자료를 RE-AIM 틀에 적용한 결과는 각 영역 앞에 표로 제

시하였다.

가. 참여(Reach)

<표 8> RE-AIM 틀 중 참여의 결과

1) 문헌자료 분석 결과 

<표 9>는 학교급별, 사업유형별 흡연예방교육 참여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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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참여율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나누었을 때, 학생의 흡연예방교육 참여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100%였다. 흡연관련 교직원 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91.3%, 중

학교가 86.1%, 고등학교가 83.3%였다. 흡연관련 학부모 교육 참여

율은 초등학교가 100%, 중학교가 69.8%, 고등학교가 83.3%였다. 

학생의 흡연예방교육은 기본형과 심화형 모두 100%였으며, 흡연 

관련 전체 교직원 교육 참여율은 86.5%이고, 기본형이 84.2%, 심

화형이 100%라고 응답하였다. 흡연관련 전체 학부모 교육 참여율

은 81.3%이며, 기본형이 79.3%, 심화형이 92.9%로, 교직원 및 학

부모 참여율은 기본형에 비해 심화형에서 높은 경향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표 9> 학교급별, 사업유형별 흡연예방교육 참여율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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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 집단토의 심층 결과

가) 간접방식의 학부모 교육

학교흡연예방사업지침의 필수 사업 내용 중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

어 있으나, 실제로 참여하는 학부모 교육이 실행되는 경우는 드물었

다.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 학부모가 학교 방문하는 날과 연계하거

나, 일부 학교에서는 흡연 예방만을 위해 단독으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맞벌이 부모님이 많고, 

참여한다고 해도 참여하는 학부모의 학생은 비흡연 학생으로 흡연

의 가능성이 낮으며, 주로 학교에 자주 오시는 학부모가 참석하는 

경향이 높고, 상대적으로 흡연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

로 확인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가정통신문

을 통해 학부모 교육을 대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도 다른 일로 많이 오는데 이거를 또 부르는 것도 그런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잘 보지도 않는 가정통신문을 막 내보내는 

모양새입니다.” (기본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나) 흡연교사로 인해 어려운 교직원 교육

초등학교는 남자교사가 매우 적고, 그 중 흡연하는 교사는 더 적다

보니 교직원 교육 시 타겟 교육이 될 우려를 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흡연자 교사가 흡연예방사업 자체에 비협조적이거나 교육을 원하지 

않아 생기는 교직원 교육의 어려움도 확인되었다. 흡연 욕구가 생겼

을 때 관심 환기를 위한 공예품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교사 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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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초점 집단토의

심층 자료

효과

(Effectiveness)

� 흡연 관련 지식 82.1%

   미래 금연 의지 83.1%

   흡연 거절 의지 84.3%

   금연 권유 의지 78.5%

� 현재 흡연자 효과 55.6%

� 다차원적인 효과 

실시된 학교도 있었으나, 흡연 교사들의 낮은 참여율이 파악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흡연 교사들에게 금연하도록 권유하거나 

비협조적인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 교직원 교

육이 다소 수월했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학교 교사 분들이 남자선생님들이 여섯 분, 여자선생님들이 네 분정

도 되는데 이 여섯 분 안에서도 흡연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

다 보니까 흡연 얘기만 꺼냈다 하면 반발이 정말 심하세요...(중략) 교직

원 교육하는 것조차도...” (심화형 운영, 남녀공학 고등학교 보건교사, 여

성, 20대)  

나. 효과(Effectiveness)

<표 10> RE-AIM 틀 중 효과의 결과

  1) 문헌자료 분석 결과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효과를‘교육 후 변화율 <표 11>’과‘현재 

흡연하는 학생 중 교육 후 금연 결심 변화 <표 12>’두 가지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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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흡연에 대한 

해로움과 

금연의 

이로움에 

대해 알게 됨

청소년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됨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음

담배를 

피우자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음

담배 

피우는

주변 사람

에게 

금연을 

권유할 수 

있음

금연에 

도움이 

되었음

N(%) N(%) N(%) N(%) N(%) N(%)

전체 5291(82.1) 5435(84.3) 5352(83.1) 5429(84.3) 5056(78.5) 5109(79.3)

성별

남 2484(80.3) 2513(81.2) 2459(79.5) 2494(80.6) 2305(74.5) 2373(76.7)

여 2807(83.8) 2922(87.3) 2893(86.4) 2935(87.6) 2751(82.1) 2736(81.7)

학교급

초등학교 1033(94.3) 1063(97.1) 1055(96.4) 1053(96.2) 959(87.6) 1034(94.4)

중학교 2586(85.7) 2650(87.8) 2613(86.6) 2645(87.6) 2493(82.6) 2505(83.0)

고등학교 1672(71.8) 1722(73.9) 1684(72.3) 1731(74.3) 1604(68.8) 1570(67.4)

구분

담배를 

끊음

담배를 

줄임

금연시도 

했으나

실패

금연 

생각은 

들었으나

시도 못함

금연 

생각 없음

해당 무

(교육당시

흡연하지 

않음) 

N(%) N(%) N(%) N(%) N(%) N(%)

전체 35(13.4) 45(17.2) 65(24.9) 41(15.7) 50(19.2) 25(9.6)

학교급

초등학교 2(66.7) 0(0.0) 0(0.0) 0(0.0) 0(0.0) 1(33.3)

중학교 15(25.0) 11(18.3) 15(25) 8(13.3) 6(10.0) 5(8.3)

고등학교 18(9.1) 34(17.2) 50(25.3) 33(16.7) 44(22.2) 19(9.6)

<표 11> 교육 후 변화율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표 12> 현재 흡연하는 학생 중 교육 후 금연 결심변화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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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예방교육 후 흡연에 대한 해로움과 금연의 이로움에 대해 알

게 된 학생은 82.1%, 청소년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84.3%,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음의 응답자는 83.1%였다. 

초등학생은 96.4%로 중학생(86.6%)과 고등학생(72.3%)에 비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담배를 피우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음에 응답자

는 84.3%, 담배 피우는 주변 사람에게 금연을 권유할 수 있음은 78.

5%, 금연에 도움이 되었음은 79.3%였다. 6문항 모두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2>에 따르면, 초․중․고

등학교 현재 흡연하는 학생 중 55.5%가 교육 후에 금연시도, 흡연량 

감소, 금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시도는 했으나 실패한 경우

가 전체의 24.9%였으며, 교육 후 담배를 끊은 비율이 초등학교는 6

6.7%, 중학교는 25%, 고등학교는 9.1%였다. 교육 후 흡연하는 중학

생은‘금연 생각 없음’보다‘담배를 줄이거나 끊음’의 비율이 높

게 응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고등학생은 교육 후에도‘금연 생각 없

음’의 비율이 22.2%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서울특별시교육

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 초점 집단토의 심층 결과

가) 다차원적 효과

(1) 가시적 효과

  학교흡연예방사업을 통한 효과를 담당교사들은 다차원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개인간(interpersonal), 조직(institutional), 지역사회(co

mmunity) 전반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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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측면에서 가족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는 학교급, 사업유형

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흡연예방 수

업시간에 흡연자 가족 건강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교육받

은 흡연예방 내용을 바탕으로 흡연의 폐해를 흡연자 가족 구성원에

게 알리며 금연을 권유하겠다고 피드백 주는 학생들이 많았음을 담

당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가족

의 파급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영향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빠 금연 시작했어요.’ 아니면 ‘우리 아빠 

오늘부터는 집 밖에서 피기로 약속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들

을 다 체크해서 6개월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한 20명 정도의 아빠가 

6개월까지 금연을 하시더라구요.” (심화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40대)

“마지막에 마무리 때에 내가 아는 누군가, 담배 피는 누군가...(중략) 

그런 식으로 편지쓰기를 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오늘 아빠한테 반드

시 전해줘야겠다’ 고 피드백을 준 아이들이 많았어요.” (기본형 운영, 

중학교 보건교사, 여성, 50대)

  개인간(interpersonal) 측면에서의 또 다른 효과로 제한적이기는 하

지만 교사들의 금연에도 효과가 있었다. 흡연자였던 교장 선생님이 

금연을 선언하며 흡연예방사업이 활성화되어 교사 일부가 금연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institutional) 측면에서는 흡연예방사

업으로 학생들의 흡연 행위 및 흡연관련 물품 소지에 대한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community) 

측면에서는 심화형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특색사업 효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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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담배판매점이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을 낮추는 상점들의 

협조적인 태도를 확인하였으며, 절대금연구역을 모토로 진행한 학

생들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곳이 부분 

폐쇄되는 효과를 얻은 사례가 있었다. 

“저희에게 [흡연으로]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은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대

요.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이 본인들의 활동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이...(생략).” (심화형 운영, 여자중학교 

보건교사, 여성, 40대)

  (2) 기대하는 효과

담당교사들이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기대효과를 학생 개인 측면에서 

볼 때, 흡연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금연 시도나 실천의 효과는 낮다

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현재 흡연자는 아니지만 흡연예방교

육과 활동을 통해서 잠재적인 흡연자 발생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참

여한 대다수 교사들의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 안 하는 아이들한테는 흡연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또 다른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중에서는 시청각 교재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여학생

들의 경우는 ‘흡연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아주 효과가 없

는 것은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나쁘지

는 않다고 생각,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연예방교육으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

본형 운영, 남녀공학 고등학교, 생활안전부장, 남성,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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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초점 집단토의

심층 자료

채택

(Adoption)

조직

차원

� 기본형 89.4%, 

   심화형 10.6%

� 의무, 투입 증가, 기본

운영 조건 충족, 적절

한 외부 지원

인력

차원
� 내용 참고

� 관련 교사가 흡연자일 

경우 지도의 어려움

흡연예방사업이 교육 즉시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적

지만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였을 때 사회전체 흡연율이 감소할 것

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지칠 때가 있는데 

상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미래에는 좀 더 얘네들이 크면 

좀 더 줄고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 운영, 

남자고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다. 채택(Adoption) 

<표 13> RE-AIM 틀 중 채택의 결과

1) 문헌자료 분석 결과

서울시 초․중․고․특수․각종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수는 1,341교이다. 

조직 차원에서 채택을 보면, 2015년도에 심화형을 채택한 학교는 13

5교로 10.6%에 해당하고, 나머지 1,206교(89.4%)는 기본형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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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 기본형 심화형 초 중 고

N(%) N(%) N(%) N(%) N(%) N(%)

참여

인원

본인혼자 23(23.7) 18(21.7) 5(35.7) 13(56.5) 5(11.6) 5(16.1)
2-3명 42(43.3) 38(45.8) 4(28.6) 5(21.7) 25(58.2) 12(38.7)
4-5명 10(10.3) 10(12.0) 0(0.0) 1(4.4) 5(11.6) 4(12.9)
6명이상 22(22.7) 17(20.5) 5(35.7) 4(17.4) 8(18.6) 10(32.3)

학생흡연예방 업무경력

1년 미만 21(21.9) 15(18.3) 6(42.9) 3(13.0) 12(27.9) 6(20.0)
1-3년 미만 26(27.1) 21(25.6) 5(35.7) 2(8.7) 14(32.6) 10(33.4)
3-5년 미만 18(18.7) 17(20.7) 1(7.1) 4(17.4) 7(16.2) 7(23.3)

5년 이상 31(32.3) 29(35.4) 2(14.3) 14(60.9) 10(23.3) 7(23.3)

흡연예방 업무를 맡게 된 동기　

스스로 적극적으

로 원해서
9(9.4) 6(7.3) 3(21.4) 0(0.0) 3(7.0) 6(20.0)

전공과목이나

업무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45(46.9) 44(53.7) 1(7.1) 13(56.5) 17(39.5) 15(50.0)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

서 마지못해 

10(10.4) 9(11.0) 1(7.1) 2(8.7) 7(16.3) 1(3.3)

지시하여서 29(30.2) 21(25.6) 8(57.3) 8(34.8) 13(30.2) 8(26.7)

기타 3(3.1) 2(2.4) 1(7.1) 0(0.0) 3(7.0) 0(0.0)

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인력 차원에서 채택을 보면, 담당교사

의 직책은 초등학교일수록 보건교사가 많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표 1

4>는 사업 참여인원 및 담당교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14> 사업 참여인원 및 담당교사의 특성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전체 학교급에서 교내 흡연예방사업 운영 참여 인원이 2-3명인 경

우가 가장 높았으며(43.3%), 그 다음으로는 본인 혼자가 23.7%를 차

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본인 혼자 운영이 56.5%로 가장 높았

으며, 중학교에서는 2-3명이 운영하는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에서는 2-3명이 운영하는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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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어 6명 이상 함께 운영이 32.3%를 차지하였다. 6명 이상 운영

하는 경우가 초등학교에서는 17.4%, 중학교는 18.6%인 것과는 대조

적이다. 업무 경력은 5년 이상인 담당자가 32.3%로 가장 높았고, 초

등학교는 5년 이상인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으나, 중․고등학교는 

1-3년 미만의 경력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중’32.6%, 

고’33.4%). 흡연예방업무를 맡게 된 동기는 업무의 성격상 자연스

럽게 맡게 된 경우가 46.9%로 가장 높았고, 심화형의 경우에는 지시

에 의해 맡게 되었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다(서울특별시교육

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 초점 집단토의 심층 결과

가)와 나)는 조직 차원의 채택, 다)는 인력 차원의 채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가)와 나)는 심화형 채택 및 유지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채택과 유지 두 영역 측면을 같이 다루겠다.

가) 의무, 투입증가, 기본 운영조건 충족

심화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투

입 증가에 따른 이점이 있거나, 교내 심화형을 운영할 조건이 갖추

어 졌다고 인식할 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자(교장), 교

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심화형을 채택하는 사례들이 있

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건강자람터학교를 운영하는 곳, 중․고등

학교의 경우 과거 금연선도학교를 운영했던 곳이나 담당교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충분한 예산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또는 교내 환경개선을 위해 채택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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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운영되었던 금연선도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흡연예방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채택하거나, 심화형 운영하기 위한 교내 분위

기 파악 및 가용한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확인 되면 채택하겠다는 

의견과 전근 후에도 유지하겠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이제 건강 자람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강제로 했던 

건데, 내년에 이제 학교를 옮겨요. 옮기니까 옮긴 첫 해 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운영에 노하우는 나름 쌓여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쓰는 

것도. 저희가 자율성이 굉장히 많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할 의향은 있어요. 그치만 내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 

익숙해지고 인프라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 (심화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50대)

나) 학교 현장에 적합한 지원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은 기존 기본형을 운영하는 교

사들이 심화형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이 2년 째 운영되면서 담당교사들

이 느낀 어려운 점이 개선이 된다면 심화형 채택을 긍정적으로 고려

해 보겠다는 것을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학

교에서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것 보다 일부 프로그램은 상부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만족도 

및 교육 효과가 비교적 높은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이 문화와 접목한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학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비용이 높고, 검

증된 내용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보다 상부 기관에서 제공

하고 신청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을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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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별 사례를 온라인상에 올려서 정보 공유를 통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정보 공유의 장’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

를 키워서 학교 별로 계획에 맞게 보내주는 체계가 있다면, 학교 내에

서 운영에 도움이 되겠으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때 현직교

사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학교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과도한 업무에 비해 독려와 보상

이 없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심화형 채택에 의지가 있다는 일부 의견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상에 관해서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논쟁적이

었다. 교육자가 보상이나 점수를 바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일부 교

사가 있었고, 대다수는 업무 로딩이 비교적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만 독려와 보상이 없어서 소진되고 힘들다는 의견이 좀 더 높은 경향

을 나타냈다.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처럼, 

이 어려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담당하는 선생

님이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려면 그런 어떤 중앙에서의 차원에서

의 리워드 시스템이 있다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본형 운영, 

남자고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40대)

다) 관련교사가 흡연자일 경우 지도의 어려움

담당부서의 교사가 흡연자일 경우 학생들 지도할 때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특히, 뭐 학생부장인데 흡연자다. 이러면 아이들 금연지

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그니깐 우리같은 비흡연자

는 흡연자가 지나가면 담배냄새가 확 나니까 ‘너 담배 폈지?’ 이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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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초점 집단토의 심층 자료

실행

(Implementation)

� 필수 사업

   추진율 80%

� 교내 사업의 전반적 운영

� 관련기관과의 협력의 특성

쉬운데, 흡연하는 선생님은 애들이 담배 피는지 조차 모르는 거 에요. 

본인이 본인 냄새에 쩔어 가지고. 그러니깐 그런 게 애들한테도 흡연하

면 안 된다고 하는 교육의 본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지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직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기본형 운영, 남녀공학 중학교 보건교사, 여성, 50대)

라. 실행(Implementation)

<표 15> RE-AIM 틀 중 실행의 결과

1) 문헌자료 분석 결과

‘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학교 내 역할’토론집(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에 의하면,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에서 제시한 필수사업의 추진율은 80% 이상으로, 초등학생의 흡연

예방교육 횟수는 평균 3.0회로 중학생 2.7회, 고등학생 2.3회보다 많

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보건교과시간을 활용한 흡연예방교육이 실

시되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계도 교육을 통해 흡연예

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6>에 따르면, 교내에서 학

교흡연예방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비율이 62.3%, 보통이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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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계 기본형 심화형 초 중 고

N(%) N(%) N(%) N(%) N(%) N(%)

사업 우선순위

높음 61(62.3) 48(57.9) 13(86.7) 17(73.9) 25(58.1) 19(59.4)

보통 30(30.6) 28(33.7) 2(13.3) 5(21.7) 15(34.9) 10(31.3)

낮음 7(7.1) 7(8.4) 0(0.0) 1(4.4) 3(7.0) 3(9.3)

교장 지원
적극적 90(92.8) 77(92.8) 13(92.9) 21(91.3) 40(93.0) 29(93.6)

소극적 7(7.2) 6(7.2) 1(7.1) 2(8.7) 3(7.0) 2(6.4)

낮음이 7.1%를 차지하였는데 학교급,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높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본형(57.9%)보다 심화형(86.7%)에서, 중

학교(58.1%)와 고등학교(59.4%)보다 초등학교(73.9%)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다. 교장의 지원은 적극적이라는 대답이 92.8%로 학교급,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90% 이상 적극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초점 집

단토의 결과 우선순위가 낮아 협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며,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92.8%라는 결과도 

초점 집단토의 담당교사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문헌 자료는 

담당교사들이 자가 평가한 내용으로, 초점 집단토의 분석 중 스스로 

체크하는 자체 평가 리스트가 솔직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차이가 생겼다고 보인다.

              <표 16> 사업 우선순위 및 교장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2016)

2) 초점 집단토의 심층 결과

가) 교내 사업의 전반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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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구축과 흡연예방교육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기반구축과 교육에서 공통의 실행 방법으로는 

실태조사,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확인되

었다.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흡연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함으로

써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과목, 일반 교과 시간을 

할애하여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은 학교급, 사업 유형에 차이 없

이 공통으로 이루어졌다.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반

별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해약물오남용방지교육, 구강교육, 학교

폭력예방과 같은 내용과 함께 교육되는 경향성도 보였다. 

(2) 활동 중심의 흡연예방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흡연예방교육은 활동 중심으로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활

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영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연

부스가 운영되었을 때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금연부스는 폐활량 측정, 흡연으로 인한 시각적 영향, 전시, 지문트

리로 금연 다짐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4개의 부스를 학생들이 돌아

가며 체험하는 방식이다. 수업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동안 전시물을 게시해 놓고 학생들이 오고 가며 보도록 하거나, 

학교 내외에서 캠페인 할 때 입을 티셔츠, 피켓 등의 용품을 직접 

만드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직접 만들면서 흡연예방에 대해 더 생각

하고 친구들끼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참여자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가 동아리를 운영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흡연예방 활동이 이루어

졌고, 교내 정문, 현관 등에서의 캠페인 및 일부는 교외에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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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이 파악되었다. 담당교사들이 인식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

램 특성은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 자존감 증진시키기, 일정 간격 별 

교육, 체험 중심이다. 체험 학습, 주기적 상담 등으로 흡연 학생들이 

금연 프로그램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라포를 형성한 것이 효

과적이었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있었으며, 흡연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어 자존감 증진을 위한 상담 혹은 관련 내용이 프로

그램에 녹아 들어가면 금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금연 프로그램의 경우 5회 계획 하였다면, 한 주에 5일 

연속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금연의 추이를 

확인하며 5회기 하는 것이 금연에 효과적이고, 금연간식 만들기, 등

산, 캠프 등 활동 중심의 금연 프로그램은 흡연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며, 이와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이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의

견을 담당교사들의 응답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때 금연티셔츠 만들기를 해서 만든 거를 입고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 학교 봉사체험 활동하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자기가 만든 금연 티

셔츠를 입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같이하면서 봉사활동 점수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니 아이들 참여율이 좋고.” (기본형 운영, 남녀

공학 중학교 보건교사, 여성, 50대)

“그 금연프로그램을 하면서 효과를 봤던 것도 그 아이가 거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게 효과라고 봐요....(중략) 사실은 관계 성립이 안 

되어있고 끌고 가면 지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끊고 싶은 생

각은 앞에서만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지 않잖아요.” (심화형 운영, 

남녀공학 중학교 생활안전부장, 남성,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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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가 필요한 평가 

학교흡연예방사업의 1년의 사업이 잘 이루어 졌는가 등을 확인하

는 평가는 초점 토의 분석 결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담당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연말에 실시하는 자체 평가 리스트가 실

질적인 평가에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솔직할 수 없기 때문

인데, 본인 스스로가 수행한 사업에‘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무의미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너무 많은 평가 지표, 과정 중심의 평가 및 다양함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성,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물어 본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흡연율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평가하는 것이 제외되었다고 여

기는 담당교사가 많은 경향성을 보였다. 

“우리 학교를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에다 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기본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40대)

교내에서 자체평가 리스트 이외의 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예산을 다 쓰고 끝난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 예산과 

결산에만 집중하고 다른 평가는 하지 않는 학교, 드물지만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평가하는 학교, 작년과 올해의 사업을 비교하며 담당자 

혼자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었던 활동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학교, 적

은 학교지만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사후평가를 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교사들은 평가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

음이 파악되었다. 새로운 업무인 학교흡연예방사업 자체가 부담이라 

평가까지 추가되는 것은 더 부담스럽다는 의견, 반면에 1년 동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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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운영한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도구가 없다는 것에 일부 허탈

하다는 의견이 이를 설명해준다. 담당교사들은 적은 문항이지만 객

관적인 지표로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

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 목적인 학생의 지식, 태

도, 인식, 흡연율에 관해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

적이었다. 그런 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면 교내 흡연율 추세 확인 

및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교사들이 있는 반면

에, 업무상 과하며 실제 학생들이 솔직하게 입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파악할 수 있었다.

“흡연예방에 대한 학생이나 교직원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좀 체크를 하

고 싶은데... (중략) 이제 정서행동검사처럼 학생이 인터넷으로 딱딱딱하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면,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화형 운영, 남녀공학 고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20대)

“그 설문지하게 되면 교사랑 학생 넣고 돌리면 안돼요. 지금 하는 것도 

벅찬데요.” (심화형 운영, 남녀공학 중학교 생활안전부장, 남성, 50대)

(4) 관리자의 마인드로 ‘친’흡여예방사업 교내 분위기 조성

학교급,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담당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교내 실행의 어려움을 바꾸는 핵심으로 관리자(학교장)의 마인드를 

강조하였다. 관리자가‘친’흡연예방사업의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였

을 때 실행이 수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리자의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운영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교내 다른 사업들에 비

해 낮은 우선순위로 인하여 서류상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한 후 담당

교사 혼자 계획부터 실제 실행 및 평가까지 운영하다 보면 소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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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피하는 업무이다 보니 공립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사립과 초등학교에 비해 담당자 교체가 잦은 경향이 있었다. 교내에

서 관리자가 흡연예방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지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때, 담당교사 이외의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실제로 함께 일을 맡아서 실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번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는 제가 한다고 하면 묵묵히 다 

오케이 하셨는데, 지금 2학기 때 바뀌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다시 한 번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다음 내년에는 흡연 관련사업 

절대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심화형 운영, 남녀공

학 고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20대)  

흡연학생 적발 시 처벌이나 금연 프로그램을 참가하도록 할 때 학

부모의 항의도 교장이 흡연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흡연예방

사업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마인드의 관리자라면 담당교사는 교

내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떠안고 형식적인 사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우리 학교는 입학식 날 부모님들이 많이 오잖아. 그 때 교장 선생님

이 그 얘기를 해. 우리 학교는 한 번만이라도 교내에서 흡연을 하다 걸

리면 부모님을 소환한다. 그러니깐 부모님을 소환해도 왜 나를 불렀냐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본형 운영, 남녀공학 중학교 보

건교사, 여성, 50대)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도 사업 실행의 핵심이다. 다른 협의체도 잘 

모이는 학교 분위기라면 학교흡연예방사업도 협의체 운영이 수월하

게 되고, 이는 행정업무, 기획, 운영 등의 역할 분담으로 협의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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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잘 되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

당교사 및 이외의 교사들이 흡연예방사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내 

흡연 학생을 줄이거나 심화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는 담당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적극적인 열의를 가진 교사

를 중심으로 다수의 교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가능다고 참여자

들은 강조하였다.

“3, 4월에 두 달 동안 학교 안에서 (흡연) 적발된 애들이 70명이었어

요. 70명.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회의도 많이 했

는데 관리자부터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가 이래서 되냐.’ 해가지고 나이 

드신 선생님 몇 분이 같이 해보자고. 뭐 내가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나

와 가지고 본인들이 골목골목 다 지키고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교내 흡연 제로였었어요. 교직원들 자체가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야 해

요. 그게 없이는 힘들어.” (심화형 운영, 남녀공학 중학교 생활부장, 남

성, 50대)

나) 관련기관과 협력의 특성

(1) 관련 기관과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포스터 대회, 아빠와 함께하는 금연간식 

만들기 등의 행사참여를 학교에 요청하면, 학교에서 협력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운영된 교내 유휴공간

에 금연관련 벽화그리기가 흡연예방사업 중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얻은 활동이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는 관내 

보건소에서 흡연예방강사를 연결해주어 교육을 진행하거나,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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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또는 체험부스를 대여해주거나, 절대정화구역에 관한 홍보 물품

을 제공받아 동아리 캠페인 활동 때 활용하는 등 보건소와의 다양

한 연계를 통해 풍부하게 진행한 사례를 다수 파악할 수 있었다. 일

부 심화형 학교에서는 지역 주민, 학교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벽화 그리는 걸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이 있었는데 되게 지저분했었는데 그 곳에 멋진 금연관련 

벽화를 그려주셔서 그런 게 좀 많이 표시가 많이 나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주차장 가는데 멋진 벽화가 생겼다.’ 그런 걸로 우리 학교에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장 크게 가졌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본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2) 학교 현장의 맥락 이해가 부족한 협력

담당교사들은 상부기관의 역할을 잘 살리지 못하는 지원을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건진흥원, 보건소 

등의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실행하는 프로그

램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

서는 연초에 1년의 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되는데, 상부 기관에서 학기 

중간에 팝업적으로 지원하여 실제 학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담당교사들은 학교 현장의 맥락 파악이 

부족했다고 인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담배판매업소 대상 캠페인의 

홍보물품 배부를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담배구입이 어려워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동의하였으나, 그 역할도 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부 심화형 학교에서는 학교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한 것



- 53 -

이 확인되었다.

“학교에서는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에서는 인형극

이라든지 다른 이벤트성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청에서는 캠페인을 주도

적으로 좀 한다든지 역할을 좀 나눠서 하면. 학교도 교육을 하고 행사

하고 뭐 부모교육하고, 뭐든 걸 다 해야 하는 거지만 학교가 다 하지 

않고 서로 연계가 된다는 게, 역할을 좀 나누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얼마 전에 보건소인지 뭐 진흥원인지에서도 외부강사 보내줄 테니 흡

연예방교육 하라는 거 왔었어요.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통일되게 

학년 초나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일 년의 계획을 죽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기껏 돈 들여서 외부강사 불러가지고 했더니 2학기에 

뜬금없이...” (기본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또한 담당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비슷하고 내

용의 체계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수업할 

때 어려움을 강조하였는데, 단계별로 다른 내용을 학습 하는 것이 아

니라 같은 내용을 다시 배워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아 실제 수업에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가 고등학교인데 이 흡연예방은 초·중·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수학도 산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고 마지막에 과정이 있듯

이 심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건 똑같다 보

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배웠어요’ 하니까. 저는 이거의 체계를 잡는 게 굉

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기본형 운영, 남자 고등학

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이들이 이전에 배웠다고 하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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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초점 집단토의 심층 자료

유지

(Maintenance)

� 2015년 심화형

➡2016년 심화형 

   유지율 53%

� 의무, 투입 증가, 기본 운영 

조건 충족, 적절한 외부 지원 

� 사업실행에 따른 정서적 인식

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기본형 운영, 남녀공학 고등학교 생활안전부장, 

남성, 50대)

  END교재는 실제 학교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교사들은 END교재가 학생들이 쓰는 작업이 많고 차시가 

많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

은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중․고등학생 대상의 END

는 내용과 용어를 어려워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

사가 END 교재를 활용할 자신이 없으며, 교내에서 END를 가르칠 인

력이 없다고 인식하는 점에 공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END 저희 사이버로도 교육받고 했잖아요. 이것만 듣고 이 END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

구요. 프로그램 자체가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시키기에 굉장히 유치하대요. ‘저희가 중딩이냐.’ 고 항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화형 운영, 남녀공학 고등학교 보건교사, 20대)

      마. 유지(Maintenance)

<표 17> RE-AIM 틀 중 유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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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자료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RE-AIM 틀의 유지(Maintenance)는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를 유지한 정도를 평가한다(Ganglio & Glasgow, 2013).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심화형 운영했던 학교가 2016년도에도 심화형

을 운영한 비율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전체 유

지율은 53%였고,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71.42%, 중학교

는 36.58%, 고등학교는 58.33%로,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유지율

이 높고, 중학교에서 낮은 경향이 파악되었다.

<표 18> 2015년 대비 2016년 심화형 유지 비율

2) 초점 집단토의 심층 결과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채택에서 파

악된 의무, 투입증가, 기본적인 운영 조건 충족, 적절한 외부 지원 외

에 추가적으로 사업 실행에 따른 정서적 인식이 확인 되었다. 초등학

교의 경우 심화형 담당교사들은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에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심화형 사업 유지에 영향을 주었다. 중․고등

학교의 담당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

고, 이는 심화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초점 집단토의의 심층 결과는 문헌 자료에서 초등학교의 유지 비율

이 높고, 중․고등학교의 비율이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3.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결과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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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결과 

가. 사업유형별 차이

초점 집단토의 자료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결과에 의해,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유형별 차이는‘사업에 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사업 

운영 범위’로 파악되었다.

기본형 사업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사업에 소극적인 경향성

이 있었다. 1. 맥락(Context)에 따른 배경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학

교흡연예방사업이 정책적으로 일괄 시행되고, 모든 학교에서 예산사

용과 함께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새로운 업무에 낯설음과 버거

움을 느꼈다. 지침서에서 제시한 필수 교육과 예산 사용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파악되었다. 기본형 

필수 항목인 흡연예방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홍보 및 캠페인을 왜 

학교에서 해야 하는가 반문하는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상황적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일

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교내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이 

용이한 경우에는 교실에서의 학생대상 교육을 넘어, 확대된 교육 범

위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이외에 학교의 역할] 저는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교육 이외에, 

지금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교육도 아직 

체계적이지도 않고 …(중략) 저는 조금 더, 학교는 원래 교육기관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먼저 하고. 그 후에 일은, 우선은 지금은 먼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기본형 운영, 남자고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심화형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 주민 및 학교 경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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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해 교육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넓혀 실행한 것이 특징적이

었다. 그 효과로 학교 주변 담배판매점에서 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

성을 낮추는 협조적인 태도를 확인하였다. 

“사실 제가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금지하는 홍보물품] 갖다 줘 봤어

요. 이거는 진흥원에서 만든 건데 제가 일부러 우리학교 생활부장하고 

둘이 들고 [학교 인근 담배판매업소] 나갔어. 그것도 올 4월에. 보건실

에 뒀다가 한 번 반응이나 보자. 근데 의외로 우리는 안 팔아요. 걱정 

마세요. 하더라구요.” (심화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40대)

나. 학교급별 차이

초동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교급 특성에 의해 흡연예방사업 실

행 양상이 다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계획과 교육을 포함한 사

업 전반을 보건교사 혼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본형의 경우 

업무를 혼자 담당하여 버거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

화형의 경우에는 다른 교사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 메신저 

등의 다른 연락방법을 통해 충분히 의논하여 사업 운영을 할 수 있

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같은 초등학교지만 혼자 일하는 것에 대

해 기본형과는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흡연자가 거의 없

어 흡연예방에 초점을 맞춰 실행하는 경향성이 컸다. 실태조사도 간

접흡연 관련 혹은 가족이나 주변의 흡연자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졌으며, 담당교사들은 현재 흡연하는 초등학생이 거의 없어서 

흡연하는 가족 구성원의 금연을 유도하도록 흡연예방사업에 가족과

의 연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유로 심화형에서 가족 

산행, 가족캠프와 같은 특색사업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평가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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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초등학생 흡연자가 거의 없으므로 흡연율 조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초등학교 흡연예방사업의 

궁극적인 평가지표에 대해 고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얘네들은 초등학생은 아직 피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의 연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중략) [수

업을] 마무리해서 같이 스탬프 찍어주고, 잘해오면 보상도 해주고, 부모

님 사인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운영, 초

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예방교육 및 행사 운

영이 수월하였다. 교육과정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보건교과시간

을 활용한 수업시간 확보가 용이하였고, 저학년은 흡연예방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인형극, 연극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저희도 1,2학년 인형극을 하기는 했지만...(중략) 효과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은데. 아이들 반응도 좋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나서 인형극

의 한 거를 따라 하기도 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집에 가

서 얘기를 또 해요.” (기본형 운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30대)

  초등학교의 경우 흡연자가 거의 없어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점, 지금의 교육이 아이들의 잠재적인 

흡연 예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 상대적으로 수업시

간 확보의 수월성은 초등학교 심화형 담당교사가 흡연예방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높은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심화

형 담당교사들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에 만족감을 느꼈고, 학생들의 

흡연예방에 영향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동료 교사들의 칭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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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담당 보건교사 혼자 담당 부서 담당

흡연자 유무 흡연자 거의 없음 흡연자 있음

중점교육 흡연예방교육에 중점 추가로 금연 프로그램 운영

수업시간 수업시간 확보의 용이성 수업시간 확보의 어려움

심화형 

담당교사 인식
긍정적 부정적 

특정사업 운영에 대한 보건교사로서의 만족감이 중․고등학교의 담당

교사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도 수고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애들

한테, 아무튼 내가 힘들지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좋긴 

하더라구요. 보건실에서 처치하고 수업만 하는 것 보다 보람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좋더라구요.” (심화형 운

영, 초등학교 보건교사, 여성, 40대)

초등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특성에 비해 중·고등학교는 다른 양상

이 파악되었다 <표 19>. 

<표 19>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사업 특성 비교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의 특성상 부서 중심으로 흡연예방사업을 실행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부에서 계획 및 총괄을 맡고 교육 부분을 

보건교사가 맡거나, 금연지도를 학생부가 맡고 흡연예방을 보건교사

가 맡는 등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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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그 보건실하고 생활지도부하고 같이 조인해서 흡연예방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부분은 흡연예방교육하고. 교육이 주로고... 

” (기본형 운영, 남녀공학 중학교 보건교사, 여성, 50대) 

중․고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와 같이 혼자 일을 맡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부서 중심의 조직 체계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

었다. 담당교사가 혼자 계획하거나 담당교사와 부장이 협의하여 계

획을 세우고, 협의체에 보고하는 형태가 있어 초등학교와는 다른 양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같은 부서 교사들이 역할 분담을 하도

록 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 교사들이 다른 부서에 소속될 경우 의

견 교환, 학생의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협의체를 통한 흡연예방사업의 단독 평가

는 없지만, 담당부서의 전체평가 중 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는 기존의 학사 일정에 

많은 필수 교육으로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아동학대, 학교폭력, 

심폐소생술, 자살예방, 교통안전, 재난 등 없어지는 필수 교육은 거

의 없이 새로 생기는 필수 교육이 많은 상황 속에서 수업시간 확보

가 어려워 주로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

였다.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교

육 7대 영역에 50시간 넘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 어떠한 학

사일정에 이러한 교육을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형 운영, 남녀

공학 고등학교 생활부장, 남성, 50대)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본격적인 흡연 학생들이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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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교육에 추가로 흡연 학생 관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요즘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냄새가 나지 않아 흡연 

학생 파악에 제한이 있고, 흡연 학생들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거나 

낮은 자존감 등 내재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게 금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많은 에너지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담당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 명인가 흡연하는 애들이 있어 요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데리

고, 주중 수업시간을 빼서 [안전지도 만들기]활동을 시켰는데 이 다섯 

명이 백 명의 에너지를 쓰게 해요. 아우, 그래서 한 번하고 완전히 나

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흡연은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어마 무시한 애들에 이거를...” (심화형 운영, 여자중학교 보

건교사, 여성, 40대)

현재 운영되는 금연 프로그램은 다양하며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에 

의한 교내 금연 프로그램, 외부강사에 의한 교내 금연 프로그램, 학

교에 방문하여 흡연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이동식 금연 클리닉(금연 

학교), 외부 기관에 흡연 학생들이 방문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들은 교내 금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는데, 그 이유로 교외 방문 금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아이들

이 친구들과 함께 가면서 흡연을 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동행하는 

지도 교사 없이 외부로 가는 활동은 줄이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알바, 학원, 과외 등의 이유로 하교 후의 교외 방문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흡연 학생들을 외부로 보냈

을 때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담당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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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금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내에서 금연 프

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담당자는 부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교내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상대적으로 보건교사가 전문적이

라는 인식이 있어 담당자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나, 보건교사는 기존의 업무인 수업, 응급처치, 예전에 

비해 새로 생긴 추가적인 업무들이 있고, 생활안전부 교사도 기존의 

많은 업무들과 전문성 부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의 교사들에게 흡연예방 전문가가 되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교내 상황적 맥락에 의해 외부에

서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러나 검증된 전문 강사 자체가 부족하고, 검증된 강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루트가 없어 섭외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어렵게 섭외한 강

사의 낮은 강의 수준으로 만족도가 낮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고등학교 담당교사들은 전문가를 키워 

학교 별로 계획에 맞게 보내주는 체계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사업

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담당교사

들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흡연관리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제일 힘들어. 학교에

서. 왜냐. 이 걸 보건선생님이 하든지, 생활부 선생님이 하든지 해야 하

는데 보건선생님이 이거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학교 보건선생님

은 정수기 관리까지 해야 해. 아리수 관리까지 해야 하는데 그럼 낮에

는 교실에 앉아서 애들 체육 활동하면 항상 보건실을 계속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양성평등 교육해야지 뭐해야지 보건선생님

이 방과 후에 남아서 이거 할 정신이 없어. 그 다음에 END 프로그램을 

할 거면 어떤 분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가답게, 이거 펼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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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페이지 해라. 몇 페이지 해라.’ 이게 안 되거든요. ‘오늘은 이거 해

보자.’ 감정을 집어넣고 약발이 들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생활상담부 선생님 

중에 이걸 운영할 사람이 없어.” (기본형 운영, 남녀공학 고등학교 생활

안전부장, 남성, 40대)

수업시수 확보의 문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흡연학생관리, 실질

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담당자의 부재는 중․고등학

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사업에 대해 담당자들이 다소 부정적

으로 인식하게 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부 열정 있는 담당교사

들은 학교 실정에 맞게 특화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학교로 지원해주기를 원했으나, 다수의 담당교사들은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가 적은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회의감을 

느꼈고 인력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 상황에 의해 내실 없이 형식적

인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첫째, 인적이 여유가 없다는 거 에요. 없는데 자꾸 학교에다가 하라

고 하면은 형식적인 거 에요. 학교에 했냐고 하면 했다고 그러지.” (기

본형 운영, 남녀공학 고등학교 생활안전부장, 남성, 40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스템 상 담당자가 혼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 담당교사의 소진이 올해 2년 차거든요. 

어쨋거나 연차가 쌓일수록 담당교사의 소진이 있을 거구요. 사실상 열심

히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

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내년에 심화형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

는지 고민을 할 정도...” (심화형 운영, 여자중학교 보건교사, 여성,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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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RE-AIM 틀 차원

RE-AIM 틀이 진화하며 활용 범위가 넓어져(Gaglio & Glasgow, 2013)

본 연구에서 과정평가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RE-AIM 

틀 각 영역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Reach(참여)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부모 참여를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와서 

참석하는 교육에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CDC 학

교흡연예방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학교흡연예방사업에 부모 혹

은 가족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학부모와 함

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 학습을 통해 흡연예방에 관한 교육적인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Ct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 United States of America, 1994). 담당교사

들을 통해 흡연예방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퀴즈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과 연계된 교육은 가족과 흡연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고 성인 흡연자의 금연동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

로(Lee & Kahende, 2007; Perry et al., 1990; Toghianifar et al., 2011),

학교에 참석해서 듣는 학부모 교육 외의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직원 교육은 Adoption(채택)의 인

력 차원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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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ffectiveness(효과)

  초점 집단토의 결과의 가시적 효과 중 개인간(interpersonal) 차원

에서 두드러진 가족의 파급효과와 문헌 자료 중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 권유 의지가 높은 결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금연요건

이 가족의 지지로 밝혀진 것(Lee & kahende, 2007; Toghianifar et a

l., 2011; Huang et al., 2015)과 같은 맥락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흡연자 가족 구성원의 금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in

stitutional) 차원에서 교내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은 흡연관련 

교내외 규정 강화가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인(Barne

tt et al., 2007; Lovato, 2010, Pentz et al., 1989)이라는 결과에 비추

어 보았을 때,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기반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헌 자료 결과 중 금연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흡연예방사업의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담당교사들이 개인(indivi

dual)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잠재적인 흡연예방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보다 초등학교 흡연 학생

에서 높은 금연 결심은 2015년부터 확대되어 초등학교부터 의무로 

시행하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학교기반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흡연 관련 지식을 증가시

키고 흡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결과는 논쟁적이나, 대체

적으로 단기간의 인지적 변화에는 효과적이다(김명희, 2005; 김진구 

& 신호상, 2002; 노원한 등, 2001; 박순우 등, 2004; Chen et al., 201

4).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비흡연 학생의 흡연시작을 늦추거나, 

흡연 학생의 흡연량을 감소시킨다(Crone, 2011; Flynn et al., 1995; 

Gorini et al., 2014; Levy et al., 2004). 학교흡연예방사업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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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흡연 관련 지식․태도․인식 및 금연의도에 변화를 주었고, 가족 및 

교직원의 금연을 지지하였으며, 일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금연 친

화적인 환경을 조성(청소년 담배판매 홍보 감소와 금연구역 내 흡연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청소년의 흡연시도는 줄고 금연시

도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청소년의 흡연시작 감소 

및 금연성공의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정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

이 잘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어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다. Adoption(채택)

  이전에 금연선도학교 운영 경험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화형을 채택한 사례는 교사 개인의 특성이 채택 요인으로 작용한 

선행연구(Dusenbury et al., 2003; Sobol et al., 1989)와 일치한다. 충

분한 예산 또는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입 증가가 채택 요인인 것은 

효과적인 실행(Implementation)을 위한 충분한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

야함을 의미한다. 현재 기본형 담당교사들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학

교 현장에 적합한 지원이 생긴다면 심화형을 채택할 의사를 나타냈

다. 지역청과 교육청 단위에서 검증된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확보하

며 학교차원에서 필요로 할 때 인력 지원을 한다면, 현재 기본형 담

당교사들 중 심화형 채택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

던 것은 관련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건

진흥원의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에서 흡연예방 전문 강사 및 찾아가

는 금연학교 지원이 2016년 9월부터 실행되었다. 학교 특성 상 프로

그램 운영이 1학기에 많이 이루어지므로, 내년도에는 학기 초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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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지원 계획을 학교단위에 배부하여 필요한 학교에서 지원받도록 

한다면 운영의 다소 수월해져 기본형 담당교사들의 심화형 채택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업무는 많으나 보상이 없어 교사들의 동기부여가 낮아 담당교사

가 자주 교체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낮춰 흡연예방사업이 형식

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독려 혹은 

보상의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

교사가 비협조적인 것이 교직원 교육, 학생 지도, 사업 전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흡연하는 교사가 흡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박순우, 2009; d

e Moor et al., 1992; Dusenbury, 2003), 흡연 교사에 관한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라. Implementation(실행)  

  학교흡연예방사업은 금연부스, 캠페인 용품을 만들어 캠페인 활

동, 전시물 게시, 학교 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체험

중심의 방법으로 실행(Implementation)되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역

할극, 실험 등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

로그램은 흡연에 대한 지식․태도․금연 시도에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

한다(Gonzálvez et al., 2015, Kim & Hoe, 2011; Shin, Kim & Kim, 2

010; Lee et al., 2007). 흡연 권유 거절하기와 같은 수업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효과적인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 사회

적 영향(social influence),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포함하는 것으

로 교육의 내용이 효과적인 흡연예방 프로그램 내용과 일치함을 알 



- 68 -

수 있다(Bruvold, 1993; Cuilpers, 2002). 

학교 내 차원에서 담당교사가 인식하는 운영의 핵심은 관리자 마

인드를 통해‘친’흡연예방사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WHO(19

99)는 학교장과 부장교사가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변화 과정

을 받아 들여야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은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학교장의 지원, 교사들의 인식, 

의사소통 능력, 일반적인 학교 분위기, 리더십 등의 조직 특성이 프

로그램 실행에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Gottfredson, 1984; Dusenbury, 

2003)는 현재 교내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협

의체보다 소수의 인력이 일하여 담당교사들은 소진되고, 흡연예방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실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

교 현장에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며 학교 내 조직분위기를 

이끄는 관리자(학교장) 대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WHO(1999)는 관련

기관들이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 필요

한 자원을 지원하며, 협력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본 연구에서 관련 

기관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학교 현장의 맥락 이해

는 부족한 협력으로 도출된 결과에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관련 

기관은 학교 차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보다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은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며(Adelma

n & Taylor, 1997), 상부 기관은 학교 단위 지원을 년 초에 전달해 

학교 급에서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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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END 교재 사용이 필수인 심화형에서도 활

용도가 낮았는데, 담당교사가 인식한 END 교재의 특성은 쓰는 활동

이 많고 학생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과 용어 및 학교에서 담당교

사가 운영하기에는 수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담당교사들은 흡연예방교육을 실행(Implementation)할 때, 학교급과 

학년에 차이 없는 교육체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중복

되는 내용을 배워 수업의 흥미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선행 연구

(김재이 등, 2014)에서 학교급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 점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이는 학교 급에 차이를 

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 Maintenance(유지)

본 연구에서는 흡연예방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채택과 다르게 유지

는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생긴 감정적 인식이 추가 되었는데, 예방

교육에 대한 교사의 감정적 인식 및 태도가 채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Gingiss et a

l., 1994; Parcel et al., 1995; Dusenbury, 2003). 

2.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차원

기본형은 교내에서 필수 항목만 수행하기에도 벅차하는 학교가 있

었으나, 일부 심화형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차원까

지 넓혀 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얻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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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이었다.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이 학교․지역사회․국가 차원에서 

함께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흡연예방에 효과적(Bates, 2015;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2012)이므로, 심화형 학교의 다차원

적인 수행과 그에 따른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본형 학교 

대부분과 일부 심화형 학교는 업무 부담과 같은 학교 상황적 문제

가 존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담당교사들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흡연정책과 학교흡연예방사

업의 관련성 및 목적에 대해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현

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수의 연구에서 확

인된 것은,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가족 연계를 통한 초등학교의 흡

연예방사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적절한 것을 지지한다(Thomas, Ba

ker & Lorenzetti, 2007; 김수영 & 정영숙, 2003). 가정은 금연 환경

조성과 사회적 규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USDHHS, 20

12) 초등학교 급에서 가족과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학교흡연예방 교

육 내용을 구성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고등학교의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특징

은 흡연 학생과의 라포 형성, 활동 중심, 자존감 증진, 일정 간격 별 

교육으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hun & Song, 2010; ESF

A, 2002; 남성희 & 전종설, 2010). 일부 교사는 교내에서 운영할 금

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 줄 인력 지원을, 다수

의 교사들은 교내에 들어와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외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했는데 중․고등학교의 실행(Implement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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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금연 프로그램 인력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적 자원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학교기

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학교흡연예방사업에서 교사 대상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Dusenbury et al., 2003; CDC, 1994; NICE, 2012),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상의 교육은 교내 금

연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흡연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필요성 공감 및 사업 수행의 수월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제한된 교사 교육을 의미한다. 다른 업무들

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흡연예방 전문가가 되라는 것에 부

정적 감정을 가진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가

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여러 연구에서 효과적이었다는 이유로 논의

나 적합한 방법 모색 없이 교내 흡연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계획

한다면 형식적인 교육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Glynn(1989)이 언급

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수행할 때 학교 현장에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염두하며 다각도로 방법을 탐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의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 금연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등이 개선이 된다면 중․고등학교 심화형 사업 담당자

들의 부정적 인식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종합 차원

학교흡연예방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큰 틀에서 시행된 상황적 맥락

(Context)이 있다. 학교 현장에 효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거

나, 학교 지원을 위한 내외의 인프라가 온전히 구축되거나, 학교의 

관리자 및 교사들이 담배 없는 세대(Tobacco-free generation)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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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 접근의 방향성에 높은 인식을 갖은 상태에서 실행된 것이 아

니다. 이런 맥락에 의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은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실행 2년 차인 현재 파악된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과정적으

로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흡연 시작 차단 및 흡연량 감소

를 통해 궁극적 목표인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흡연예방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사업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의 열의가 높거나, 중․고등학교

의 경우 흡연율 감소를 위해 열성적으로 다수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지역사회까지 확대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적자원

(예를 들어, 심화형 안전지도 제작의 경우 동아리 졸업생과 학부모) 

이 있었고, 아이들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

도 학교 차원에서 흡연예방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특성이었다. 각 학

교 차원에서 이러한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부 차원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관리자 마인드를 

통한‘친’흡연예방사업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관리자

(학교장) 연수가 아닌,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를 비롯한 흡연예방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전체 사업을 보완

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은 각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론 기반에 검증된 내용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할 

때는 학교의 담당교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학교 차원에서 흡연예방사업의 시스템을 만들고 보완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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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며, 각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기관들이 함께 진화해가는 

단계이므로 전체 흡연예방사업 안에서 각 기관이 최적의 역할을 찾

고 다지며, 궁극적으로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사업이 이루어

지는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발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

이다.

4.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는 초점 집단토의의 주제 분석에 의한 질적 자료를 중심으

로 양적 문헌 자료를 보완하여 RE-AIM 틀을 적용한 학교흡연예방

사업의 과정평가를 시행한 것이다. 흡연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 집단토의로 흡연예방사업의 참여, 효

과, 채택, 실행, 유지에 영향을 주는 학교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깊

이 있게 도출하였으나 이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양적 문헌 자료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상호보완적

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보완을 위해 추가된 문헌 자료 중 토론집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자료 조사 대상이 전체 학교 105개교(기본형 90개교, 심화형 15개

교), 학생수 6,958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학교수 1341개교(기본형 

1,206개교, 심화형 135개교)의 7.8%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문헌 자료

의 심화형 학교는 전체의 11.1%가 해당하나 표본수가 작아 대표성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중 초등학교의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담

당교사 혼자 운영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기본형과 심화형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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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식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본 연구의 초점 집단 토의에서 다루지 않아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체 사업 

중 90%를 차지하는 기본형에서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의 요인이 되

는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의 분

석 결과 중․고등학교에서 금연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강조되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과정평가 중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만 

다룬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학교 기반 금연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을 위해 담당교사, 흡연 학생, 관련 기관 담당자의 인식

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초점 집단토의는 

학교의 담당교사를 대상에 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흡연예방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지원 및 협력하는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확

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향후 학생 대상, 관련기

관 담당자 대상으로 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맥락까지 연구된다면 

다각도에서 과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초점 집단토의를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양적 문헌

자료를 보완하여 RE-AIM 틀에 적용한 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로, 학교흡연예방사업 증진 전략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RE-AIM 틀의 영역 

이외에 상황적 맥락(Context)이 도출된 결과가 특징적이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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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학부모의 참여(Reach)율은 80% 이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

였으나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 실행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학부모 

교육 측면에서는 참석하여 듣는 교육 이외의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고려가 요구되며, 교직원 교육의 측면에서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필

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 및 흡연 교사에 대한 대응 방안 모

색이 필요할 것이다. 흡연예방사업은 개인, 개인간(가족), 조직(학교), 

지역사회까지 다차원적인 효과(Effectiveness)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학교기반의 흡연예방교육이 가족에게 높은 파급효과를 준 결과를 바

탕으로, 연구자 및 정책 실무자는 가족을 통한 성인 흡연자 대상의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차

원에서 잠재적인 흡연자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흡연 학생의 금연 

효과는 낮다는 인식의 결과는 흡연 학생의 금연 효과를 증진시킬 전

략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칙 개정으로 인한 규정 강화 및 흡

연하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겠

다. 조직 차원의 심화형 채택(Adoption)은 관리자(학교장) 또는 상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채택 비율이 높았으며, 관련 기관의 학교 현장에 

적합한 지원은 현재 기본형 담당자들이 심화형 채택의 중요한 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적절한 지원 및 협력이 이루어지

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력 차원에서의 채택(Adoption)

은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고등학교 담당교사가 3년 미만의 경력자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기피업무로 인식되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

과 비슷한 맥락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부 기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실행(Implementation)할 때 교내 차원에서 담당교사가 인식하

는 운영의 핵심으로 관리자 마인드를 통해‘친’흡연예방사업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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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조직 분위기를 이끄는 관리

자(학교장) 대상의 인식 제고 및 방법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금

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담당자가 없다는 인식은 상부 기관에

서 흡연예방 전문가 양성 및 적시에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문가 

지원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

내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 학교에는 전문가 컨설팅이 도움

이 될 것이다. 양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학교 현장의 맥락 이해가 

부족한 관련 기관의 지원은 학교를 비롯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

고, 역할을 살린 협력을 위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지역사회․국가의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이 함께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다

수의 담당교사들은 학교 근처 담배판매업소 캠페인 같은 학교 밖 활

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상적인 방법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때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교육 내

용 중복으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도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별, 

학년별 차이를 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

형 유지(Maintenance)의 영향 요인은 채택(Adoption)과 동일하였고, 

추가로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생긴 감정적 인식이 도출되었다. 이는 

중․고등학교 심화형 담당교사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수업시수 

확보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양적 자료를 보완하여 RE-AI

M 틀에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과정평가를 한 것으로, 사업이 실행되는 

학교 현장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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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평가 영역 자체평가 지표

추진체계 

구축 및 

조직구성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총괄하는 사업 책임자를 학교장 권한으로 선정하였는가?

학교흡연예방사업 실무위원회(협의회)는 보건 및 생활지도 등 다양한 영역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는가?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에 대하여 학교장(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가?

사업계획 수립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의견 수렴)하고, 교사 간의 협의가 원활하

게 이루어졌는가?

지역 보건소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는가?

흡연과 관련한 교내 학칙이나 규정이 있는가?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계획하였

는가?

사

업

추

진

과

정

흡연예

방 및 

금연 

교육, 

활동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내용은 대상자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

었는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흡연예방교육 및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는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흡연학생을 파악하고 있으며, (흡연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 현장

에 맞는 관리방안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는가?

교직원 

및 

학부모 

참여, 

연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는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는가?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성과달성 

및

결과환류

사업예산이 합리적으로 계획, 집행되고 있는가?(100% 집행)

사업운영 결과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학교자체평가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차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에 반영하여 사업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학교 구성원의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흡연관련 행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하였는가? 

정책

협조도
실적보고, 결과보고서, 우수사례, 운영조사에 원활히 협조하였는가?

총계

* 본 자체평가지표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안내 지침의 방향에 따라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

발된 지표로, 시도교육청･학교 정책방향 및 평가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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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범주 하위범주 코드 코드 설명

학

교

흡

연

예

방

사

업

의 

상

황

적

맥

락

의무예산과 

넓어진 교육 

범위

예산 집행이 

추가된 

흡연예방교육

기존에도 있던 

흡연관련 교육

학교흡연예방사업 이전에도 담배피지 말라는 규정, 금연학교 

보내기, 흡연학생 지도하고 있었음

예산 사용 중심
흡연예방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적 고민이 아닌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과 운영

의무사업에 따른 

부정적 감정

학교에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흡연예방사업관련 예산을 내려 

보내 다 사용해야하는 비자발성에 의한 부정적 감정

의무 예산 

소비를 위한 

업체들에 

대한 

담당교사의 

태도

스트레스
빈번한 흡연예방관련 물품, 교육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의 

외부 팜플렛과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체 배불리기
의무적 예산 사용하기 위해 억지로 손을 쓰며 업체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생각함

교육의   

기능에 

초점을 두는 

흡연예방사업

학생 교육에만 초점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하는 예방차원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체계를 다져야함을 강조

사회적 분위기  조성
흡연율 줄이는 것은 획일적 교육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 필요

외부적인 노력이 필요
학교흡연예방사업 보다 정치적, 제도적, 대중매체 등의 

외부적인 노력 필요

인력 차원의 

기반 구축 

미비

교내 

담당교사의 

부담

과도한 업무

이미 맡은 업무들은 많은데 흡연예방사업으로 그 업무들에 추가로 

업무가 생긴 꼴. 업무 전체 중 하나의 사업일 뿐인데 계획, 

중간보고, 결과보고, 파일 탑재, 협의체 구성 등 업무 로딩이 큼

부정적 감정 기존의 교사에게 흡연예방 전문가가 되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부록 2> 초점 집단토의 분석 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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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활용의 

어려움 

외부 강사 선정
흡연예방 전문가, 프로그램을 담당교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여 진행

검증된 강사 부족
검증된 강사나 프로그램을 확인할 루트가 없고 강의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음

학

교

내

차

원

에

서

사

업

의

시

작

학부모, 

교직원, 흡연 

학생의 

어려운 참여

간접방식의 

학부모 교육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학부모 참여

학교 체육대회, 축제 등 학부모가 기존에 학교 방문하는 날에 

흡연예방사업 프로그램을 진행

실제 참여하는 학부모 

교육의 어려움

맞벌이, 참여하는 학부모의 학생들은 비흡연자가 많고, 주로 

임원 학부모 참석, 흡연예방교육만을 위해 학교로 부르기 

어려움, 흡연자 아동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가정통신문 통한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보건소식지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소수의 흡연 

교사로 

어려운 

교직원 교육

적은 흡연교사의 타켓 교육 흡연 교직원이 적을 경우 타켓 교육이 됨의 우려

흡연자 교사의 부정적 태도
교사가 흡연자일 경우 사업 자체에 거부 반응으로 교육에 

비협조적

체험형 교사 연수
흡연예방 강의와 흡연 욕구시 관심환기를 위한 목공예 만들기  

교사연수 실시하였으나 흠연자 참여율 적음

방과 후 금연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흡연 학생

학부모 항의
흡연 학생 적발 시 처벌이나  금연 프로그램 참여시킬 때 

학원에 가야한다, 해를 준 게 아닌데 왜 그러냐 등 항의함

교외 방문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흡연 

학생들

알바, 학원, 야자, 과외 등의 이유로 외부 금연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학생의 자발성 흡연  학생 중 일부는 금연을 하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로 문의

심화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이유

의무

관리자의 요청 교장선생님의 요청으로 심화형을 차택하거나 유지

건강자람터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건강자람터학교의 경우 흡연예방사업 

심화형이 거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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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의 증가

환경 개선 교내 환경개선을 위해 심화형을 채택하거나 유지

충분한 예산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 

심화형을 채택하거나 유지

기본 

운영조건 

충족

이전의 흡연예방사업의 

긍정적 경험

이전에 금연선도학교 운영의 경험으로 흡연예방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알고 심화형을 채택하거나 유지

교내 가용 인프라 충분
학교 분위기 파악과 가용한 인프라가 확인된다면 심화형을 

채택하거나 유지

교

내 

사

업

의 

전

반

적  

운

영

일반적인 

기반구축과  

흡연예방 

교육

공통의 실행 

방법

실태조사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흡연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함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창체, 선택과목, 일반 교과 시간 할애하여 

보건교사가 흡연예방교육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or 반별 교육

관련내용과 함께 교육
유해약물오남용방지교육, 구강보건교육, 학교폭력교육과 같은 

관련 내용이 함께 교육

활동 중심의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체험형 

중심의 운영

금연부스

폐활량 측정, 지문트리 만들기, 흡연으로 인한 시각적 영향, 

전시 등 4개의 체험 부스를 10분씩 돌아가며 하는 부스 운영

(교사, 학생들 반응 좋음)

전시물 게시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전시물을 

게시해 놓고 학생들이 오고 가며 보도록 게시함

캠페인 용품 만들기
교내외 캠페인을 갈 때 입을 티셔츠, 피켓 등을 직접 만들 때 

흡연예방에 대해 더 생각하고 친구들끼리 긍정적 피드백

동아리 운영을 통한 활동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가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어 그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흡연예방 활동

동아리 학생들과 캠페인    

     

담당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교내 외로 흡연예방 캠페인 수행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학생대상 프로그램

학교 체육대회, 축제, 봉사활동 과 같은 행사 때 이벤트성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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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특징

라포 형성
체험학습, 주기적 상담 등으로 흡연 학생들이 금연 프로그램에 

오고 싶도록 마음이 들도록 라포를 형성 한 것이 효과적

자존감 증진
흡연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 증진을 위해 상담과 하거나 관련 

내용이 프로그램에 녹아 들어가면 금연에 효과적

일정 간격 별 교육
금연 프로그램의 경우 한 주에 5일 연달아 하는 것 보다, 일정기간 

간격마다 금연 추이 확인하며 5회기 하는 것이 학생 금연에 효과적

체험 중심

간식 만들기, 등산, 캠프 등의 활동 중심의 금연 프로그램은 

흡연 학생들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고 활동 중심의 

흡연예방교육이 효과적

논의가  

필요한 평가

실질적인 

평가에 

불충분한 

자체 평가 

리스트

솔직할 수 없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본인이 본인의 평가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솔직하지 않은 평가이며 무의미함

너무 많은 평가지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자체에 평가항목 자체가 많음

과정중심의 평가 교장이  책임자냐, 교육한 퍼센트, 협의체 등의 과정 중심의 평가

주관적 평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가? 의 다양함의 기준은 주관적임

반복성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부분은 

앞과 반복적 내용

궁극적 목적 평가 부재 학생 흡연율의 변화에 대한 질문 없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평가하지 않음 끝난 것 자체로 의미를 두며 예산 결산에 집중

협의체로 평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평가함

스스로 자체평가
작년과 올해 사업을 비교하여 담당자가 괜찮은 활동을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함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의 

사후평가

학년 말에 실행했던 사업의 사후평가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으로 실시함

평가에 대한 

양가감정

부담 아이들 변화를 알기 위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는 부담

맥빠짐
1년 동안 열심히 운영한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도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맥이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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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가 

원하는 평가

객관적 지표
교내 금연 프로그램 운영 시 흡연 학생 대상의 평가를 위한 

행동적 변화, 지식의 변화, 니코틴 의존도 등의 객관적 지표 원함

간단하지만 핵심이 있는 

평가

적은 문항이지만 사업운영을 효과적으로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원함

학생의 

흡연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평가는 

논쟁적

시스템으로 학생 대상 

평가 찬성

온라인 시스템으로 학생들 흡연율, 지식, 태도, 인식의 변화 

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면 교내 흡연율의 추세 확인 및 

사업계획에 도움될 거라는 의견

시스템으로 학생 대상 

평가 반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학생 흡연관련 실태조사는 업무상 과하며, 

실제 아이들이 솔직하게 입력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견

관리자의 

마인드로 

'친'흡연예방

사업 교내 

분위기 조성

관리자의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운영의  

어려움

교내 낮은 우선 순위
교내 사업 중 다른 사업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음. 특히 초등의 

경우는 흡연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도에서 많이 밀림.

서류상만 협의체 구성 (혼자 

계획 후 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에 힘듬

필수 사업 내용 중 협의체 구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하나 혼자 계획실제 협의체 기능 거의 없음(가장 빈번한 양상)

소진 혼자서 일을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업무과다로 소진됨

잦은 담당자 교체
공립의 경우 업무과다로 기피하는 담당이라 해마다 담당자 

바뀌는 확률이 매우 높음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

다른 협의체도 잘 모이는 

학교  분위기

다른 협의체도 잘 모이는 학교가 있고 협의체는 당연히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학교 각각의 분위기

역학분담으로 협의체 운영
행정업무(기안, 물품 구입)보는 교사, 기획 담당, 운영 담당 등 

역할 분담하여 사업운영이 됨

담당교사 이외의 교사들의 

인식 

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이외의 교사들이 흡연예방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동기부여가 중요함 

담당 교사의 인식 담당교사가 흡연예방사업에 긍정적 인식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교사의 열의 심화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교사의 열의

다수의 교사가 참여 다수의  교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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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급

에

따

른

차

이

흡연 학생 

관리가   

추가 된

중고등학교

의 운영

부서 중심의  

운영

학생부 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에서 계획 및 총괄을 맡고, 

교육파트를 보건교사가 맡거나, 금연지도를 학생부가 맡고 

흡연예방을 보건교사가 맡는 등 협력하여 운영

1-2인이 계획 후 협의체에 

보고

담당교사 혼자 혹은 담당교사와 담당부장의 협의로 계획을 

세우고 협의체에 보고하는 형태 (중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한 양상)

  학교별 교사 행정구조의 

차이 (관련 교사들이 다른 

부서에 소속) 

관련 교사들이 다른 부서로 의견 교환, 학생의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 있음. 예를 들어, 보건교사는 예체능부, 상담교사 

상담부, 학생부장은  생활안전부

같은 부서 교사들의 역할 

분담

관련 부서로 옮긴 후 같은 부서의 일이라 생각하고 

부서원들이 함께 일함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협의체를 통한 흡연예방사업의 단독 평가는 없지만 연말에 

담당부서의 전체 평가 때 일부 평가함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

기존의 학사일정 기존의 학사일정에 흡연예방교육시수 확보의 어려움

많은 필수교육
년간  5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심폐소생술, 자살예방,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 등 많은 필수 교육  존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흡연 

학생 관리

흡연자 학생 파악의 제한

무기명 실태조사를 하여도 교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적게 

나오거나, 의심이 들 때 도구측정 불가로 파악 어려움, 

전자담배 사용으로 냄새 안남.

흡연 학생의 내재된 문제들 결손 가정, 낮은 자존감 등 흡연의 증상 이면에 문제들 내재

흡연자 학생들 관리의 힘듬
흡연 학생들에게 금연 프로그램 실행할 때 많은 에너지와 

기술이 필요함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

보건교사에 의한 교내 금연  

프로그램
보건교사가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 진행

외부강사에 의한 금연 

프로그램

외부전문가가 학교에 와서 흡연하는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동식 금연클리닉 학교에 방문하여 흡연아동들 금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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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방문 금연 

프로그램(예, 금연학교)

흡연 학생들 외부로 연계하여 외부로 아이들이 방문하여 금연 

프로그램 진행

교내 금연 

프로그램의 

필요성

교외 방문 금연 프로그램  

참여할 때의 부작용

삼삼오오 금연학교가면서 아이들이 더 흡연 많이 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동행하는 지도교사 없이 외부로 가는 활동 줄이는 추세

교외 방문 금연 프로그램 

참여할 때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인식

흡연 학생들을 외부 프로그램으로 보냈을 때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 낮다는 교사의 인식

실질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절한 

담당자의 

부재

교내에서 흡연예방교육의 

담당자는 보건교사라는 

인식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흡연예방, 금연교육에 

상대적으로 전문적이라는 인식

보건교사의 업무과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생들 응급처치, 보건 수업, 정서행동검사, 

환경위생관리 등 기존의 보건교사의 업무 존재

생활상담부 교사의 기존 

업무 과다 및 전문성 부족
생활상담부 선생님의 기존의 업무 과다 및 전문성 부족

강사 섭외의 어려움
검증된 강사 알기 어렵고, 학교에서 지급 가능한 강사비와 

대비하여 능력 있는 강사 초빙이 어려움

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

학교 실정에 맞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열정 있는 담당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특화된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원함

회의감
금연 프로그램이 별로 효과도 없는데(의무적으로)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 

형식적 사업이라는 인식
인력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 상황에 의해 내실 없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인식

보건교사가 

담당자

계획&교육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보건교사가 담당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보건교사 

혼자인 경우가 많음

심화형의 경우 협의체 

없으나 충분

초등 심화형의 경우 전화, 메신저 연락으로 충분하며 학교의 

다른 업무가 많으므로 협의 하지 않아도 사업 운영에 지장 

없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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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초등학교의 

운영

흡연자가 

거의 없는 

초등학교

흡연자가 거의 없는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경우 호기심에서 한두 번의 시도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꾸준히 흡연하는 학생은 거의 없음

가족 내, 주변의

흡연자 조사

초등학교의 경우 흡연 학생이 거의 없으므로 간접흡연 관련 

혹은 가족, 주변의 흡연자 조사 

가족과의 연계가 중요

초등학교는 흡연자가 거의 없으므로 담배 피는 가족 구성원의 

금연 유도를 위해 학교흡연예방사업에 부모와의 연계를 

중요시 생각함

가족과 함께하는

심화형의 특화사업

가족캠프, 학부모와 함께하는 특화사업(가족 산행, 가족캠프), 

흡연예방건강계단

초등학생 평가지표에 대한 

고민

초등학생은 흡연자가 거의 없으므로 궁극적 평가에 대한 

의구심

예방교육 및 

행사의 

수월함

수업시간 확보의 용이성
교육과정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보건교과시간을 활용한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용이함

관련 외부 기관 행사와 

같이 계획

관련 외부 기관 행사인 글짓기 대회, 포스터 대회 등이 있으면 

그거와 맞물려 교내 행사 계획 및 진행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형극
초등학교 저학년이 흡연예방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인형극, 

연극 같은 문화 프로그램 수행에 교사, 학생들 반응 좋음

심화형 

담당자가 

느끼는 

긍정적 인식

자율성 사업  계획, 운영, 평가까지 높은 자율성으로 만족감이 높음

보람 학생들에게  흡연예방에 효과를 주는 것에 대한 보람

동료들의 인정 동료 선생님들의 칭찬과 인정

보건교사의 만족도 증진 아이들 응급처치와 수업만 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높음

관련 기관과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상부 

기관과의 

연계 

교육청 & 지원청의

심화형 요청

교육청에서 담당교사에게 심화형 참여를 요청하여 채택

(초등: 건강자람터학교, 중․고등: 금연선도학교)

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유휴공간에 벽화그리기

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교내 유휴공간에 금연 관련 벽화 

그리기가 흡연예방사업 중 학생들에게 큰 관심 가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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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기

관

과

의

협

력

의

특

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다양한 지원의 보건소 
보건소에서 강사, 자료, 체험부스, 홍보물품 등 

연계를 통해 사업 실행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간호대학, 경찰, 지역주민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실행

학교 현장의 

맥락 이해가 

부족한 협력

상부 기관의  

역할을 

살리지 못한 

지원

관련 기관들의 유사한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 보건진흥원, 지역청, 보건소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경우가 많음

팝업적 지원
전체 일정을 학년 초나 연말에 보내지 않고 학기 중간 중간 

지원하여 학교의 계획을 고려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학교 현장의 맥락파악이 

부족했던 담배판매업소대상 

캠페인

학교 주변 담배판매 업소에 학생들에게 팔지 말라며 

상부기관에서 보내온 홍보물이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 안됨

학교급에 

차이 없는 

교육체계

초중고의 비슷한 

흡연예방교육 내용

흡연예방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초중고가 비슷하고, 학교급별, 

학년 별 흡연예방교육과정 내용의 체계가 없음

반복 학습으로 인한 

흥미도 저하

단계  별로 다른 내용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배우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의 흥미가 낮음

END 교재의 

낮은 활용

쓰는 작업이 많음 활동보다 앉아서 쓰는 작업이 많음

차시가 많음 교재의 양이 많음

학생 눈높이에 맞지 않은 

내용

별명짓기,  아이엠그라운드, 꿈을 적어보자 등의 내용이 

부적합하고 내용이 유치하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함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용어

중고생용  END의 내용, 용어가 어려우며 흡연 학생들은 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END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

대부분의  교사가 손 댈 자신이 없으며 교내 END를 가르칠 

전문가가 없어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교 현장에 

적합한 지원

문화와 접목한

프로그램의 지원

뮤지컬, 연극 같은 경우 학교가 개별적 신청시 비용이 비싸고 

검증된 것 찾기 어려우므로 교육청이나 보다 큰 단위의 

기관에서 선별하여 제공하고  신청 받도록 지원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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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에서 

개별적 

실행보다

상부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관련 기관에서 체험부스 

구축

체험부스가 아이들에게 효과적이고 반응이 좋은데 과도한 

예산 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우므로 관련 기관에서 체험버스나 

지원 부스체계를 만들어 제공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사례 책자 말고 학교별 우수사례를 웹상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벤치마킹 가능

흡연예방 전문가 필요
흡연예방 전문가를 키워서 학교별로 계획에 맞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전문가 원함

담당 교사에 

대한 지원

현직 교사의 의견 수렴
교재 개발, 상부 기관에서 행사 기획 시 학교 실정에 적용 

가능하기 위해 현직 교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독려 혹은 보상
현재 과도한 업무에 비해 독려 혹은 보상이 없는데 담당교사에 

대한 독려 혹은 보상이 있다면 심화형 채택 의지 있음

다

차

원

적

효

과

가시적 효과

개인간 효과
가족에 파급효과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연의 폐해를 흡연자 가족 

구성원에게 알리며 금연을 권유하는 파급효과 

교사들의 금연 흡연예방사업의 활성화로 학교의 교사들이 몇몇 금연을 실천

조직 효과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
흡연예방사업으로 학생들의 흡연행위 및 물품 소지에 관한 

학칙이 만들어지거나 수정

지역사회  

효과

학교 주변 담배판매점의 

협조적  태도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주변 담배 판매 업체에 가지 않았으나 

간 경우 예상외로 팔지 않으니 걱정 말라며 협조적

등하굣길 근처 흡연구역 

부분폐쇄

절대금연구역을  모토로 아이들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흡연이 

빈번했던 곳이 부분적으로 폐쇄

기대하는 

효과

개인

잠재적 흡연자 예방
정보제공으로 잠재적인 흡연자 발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인식

금연에 성공하는 학생은 

매우 낮다는 인식

흡연이 어느 정도 될 경우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하기 

어렵다는 인식

사회
흡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상상

당장 가시적인 효과의 결과물이 적지만 아이들이 좀 더 컸을 

경우 흡연율이 줄 것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정책과 운영 현황
	2. 효과적인 학교기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특성
	3. 과정평가
	4. RE-AIM framework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2. 자료의 특성
	가. 초점 집단토의
	나. 문헌 자료

	3.  자료의 분석
	가. 초점 집단토의 자료 분석
	나. 문헌 자료 분석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5. 연구 윤리

	IV. 연구결과
	1. 맥락(Context)에 따른 배경
	2. RE-AIM 틀에 따른 결과
	가. 참여(Reach)
	나. 효과(Effectiveness)
	다. 채택(Adoption)
	라. 실행(Implementation)
	마. 유지(Maintenance)

	3.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결과
	가. 사업유형별 차이
	나. 학교급별 차이


	V. 논의
	1. RE-AIM 틀 차원
	2.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차원
	3. 종합 차원
	4.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VI. 결론
	참고문헌


<startpage>10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정책과 운영 현황 5
 2. 효과적인 학교기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특성 8
 3. 과정평가 9
 4. RE-AIM framework 12
III. 연구방법 15
 1. 연구 설계 15
 2. 자료의 특성 16
  가. 초점 집단토의 16
  나. 문헌 자료 22
 3.  자료의 분석 23
  가. 초점 집단토의 자료 분석 23
  나. 문헌 자료 분석 25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26
 5. 연구 윤리 26
IV. 연구결과 27
 1. 맥락(Context)에 따른 배경 29
 2. RE-AIM 틀에 따른 결과 31
  가. 참여(Reach) 31
  나. 효과(Effectiveness) 34
  다. 채택(Adoption) 39
  라. 실행(Implementation) 44
  마. 유지(Maintenance) 54
 3.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결과 56
  가. 사업유형별 차이 56
  나. 학교급별 차이 57
V. 논의 64
 1. RE-AIM 틀 차원 64
 2. 사업유형별, 학교급별 차원 69
 3. 종합 차원 71
 4.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73
VI. 결론 74
참고문헌 7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