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2003-0003

자 료 명    고등학생의 흡연에 한 학부모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청소년의 흡연 실

태를 연구하기 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은 모두가 이 연구에 매우 요한 항목들이니 하나도 빠짐없

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  이외에는 

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데에 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11월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소장   석  호  올림

성 균   학 교   서 베 이 리 서 치 센 터

(우)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화: (02)760-1270  Fax: (02)744-6169  E-mail: src@dragon.s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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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해당되는 보기 1개에만 밑줄에 “∨”표를 하시거나 (    ) 

안에 적절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 귀하는 이 설문지를 해  자녀와 어떤 계이십니까?

   ____① 어머니         ____② 아버지

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① 종교없음          ____② 불교           ____③ 개신교

   ____④ 천주교            ____⑤ 기타(구체 으로:            )

4. 귀하 가정의 한달 평균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____① 50만원미만                ____② 50만원～100만원미만  

   ____③ 100만원～150만원미만      ____④ 150만원～200만원미만

   ____⑤ 200만원～300만원미만      ____⑥ 300만원～400만원미만

   ____⑦ 400만원～500만원미만      ____⑧ 500만원～700만원미만

   ____⑨ 700만원이상

5. 귀하는 지  담배를 피우십니까?

   ____① 피운다(문항 5.2번으로)     ____② 안피운다

   

   (안피운다면)

   5.1. 피우신 이 있습니까?

       ____① 있다     ____② 없다(문항 6번으로)

   

      (피운 이 있다면)

      5.1.1. 몇 세 때부터 피우셨습니까?

             (         )세 부터

      5.1.2. 얼마 동안 피우셨습니까?

            ____① 1년미만            ____② 1년～5년미만        ____③ 5년～10년미만 

            ____④ 10년～15년미만     ____⑤ 15년～20년미만      ____⑥ 20년이상

  

      5.1.3. 끊으신 가장 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몸이 좋지 않아서           ____② 담배를 피우면 불편해서 

            ____③ 친구나 동료의 권유로       ____④ 가족의 권유로  

            ____⑤ 매체(TV나 신문 등)의 연캠페인으로 

            ____⑥ 기타(구체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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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끊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피운다면)

   5.2.  몇 세 때부터 피우셨습니까?

        (         )세 부터

           

   5.3. 하루에 평균 몇 개피를 피우십니까?

         (          )개피

   

   5.4. 처음 피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____① 호기심으로                   ____② 어른스러워지고 싶어서

       ____③ 친구와 어울리기 해         ____④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

       ____⑤ 친구의 권유로                ____⑥ 선배의 권유로

       ____⑦ 남자와 동등해지기 해       ____⑧ 살을 빼기 해 

       ____⑨ 기타(구체 으로:         )

   5.5. 담배를 끊으시려고 시도한 이 있습니까?

       ____① 있다              ____② 없다

  

   (있다면)

   5.6. 얼마나 오랫동안 끊으셨습니까? 가장 오래 끊으신 기간을 말 해 주십시오.

       (       )년 (            )개월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보기 1개에만 밑줄에 “∨”

표시를 하시거나 또는 (     ) 안에 적절한 숫자나 글을 적어 주십시오.

6. 귀하 배우자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은 문항 10번으로 가 주십

시오)

   만 (       )세

7. 귀하 배우자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① 종교없음          ____② 불교           ____③ 개신교 

   ____④ 천주교            ____⑤ 기타(구체 으로:            )

 

8.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____① 피운다(문항 8.2번으로)     ____② 안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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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피운다면)

   8.1. 피우신 이 있습니까?

       ____① 있다           ____② 없다(문항 9번으로)

       (피운 이 있다면)

      8.1.1. 귀하의 배우자는 몇 세 때부터 피우셨습니까?

            (          )세 부터

      8.1.2. 얼마동안 피우셨습니까?

            ____① 1년미만            ____② 1년～5년미만        ____③ 5년～10년미만 

            ____④ 10년～15년미만     ____⑤ 15년～20년미만      ____⑥ 20년이상

   

      8.1.3. 담배를 끊으신 가장 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몸이 좋지 않아서           ____② 담배를 피우면 불편해서 

            ____③ 친구나 동료의 권유로       ____④ 가족의 권유로  

            ____⑤ 매체(TV나 신문 등)의 연캠페인으로 

            ____⑥ 기타(구체 으로:          )

   (피운다면)

   8.2. 귀하의 배우자는 몇 세 때부터 피우셨습니까?

       (         )세 부터

   8.3. 하루에 평균 몇 개피를 피우십니까?

       (         )개피

   8.4. 처음 피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____① 호기심으로                   ____② 어른스러워지고 싶어서

       ____③ 친구와 어울리기 해         ____④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

       ____⑤ 친구의 권유로                ____⑥ 선배의 권유로

       ____⑦ 남자와 동등해지기 해       ____⑧ 살을 빼기 해 

       ____⑨ 기타(구체 으로:         )

   8.5.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이 있습니까?

        ____① 있다            ____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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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흡연 억제 방안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9. 귀하는 재 우리 나라에서 개되고 있는 연운동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① 매우 불충분하다       ____② 다소 불충분하다        ____③ 그  그 다 

    ____④ 충분하다              ____⑤ 매우 충분하다

10. 청소년의 흡연을 억제하기 해 다음  어떤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부모에 의한 단속           ____② 교사에 의한 단속

    ____③ 경찰에 의한 단속           ____④ 학교에서의 연교육 

    ____⑤ 매체를 통한 연운동   ____⑥ 기타(구체 으로:               )

  

11. 최근 학에서는 “입시에서 동 시 비흡연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방안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① 매우 반       ____② 약간 반       ____③ 그  그 다

    ____④ 약간 찬성      ____⑤ 매우 찬성

12. 이 설문지를 갖다  귀하의 자녀는 담배를 피웁니까?

    ____① 피운다         ____② 안피운다(문항 13번으로)    

   (귀하의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면) 

   12.1. 만약 학들이 “입시에서 동 시 비흡연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실제로 

실시한다면 귀하는 자녀의 흡연에 해 어떻게 처하시겠습니까?

        ____① 이 보다 훨씬 극 으로 흡연을 말리겠다 

        ____② 이 보다 약간 극 으로 흡연을 말리겠다 

        ____③ 이 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13. 귀하께서는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십니까?

    (              ) 학교

14. 귀하는 아래와 같은 일에 해 귀하의 자녀와 어느 정도 화를 나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자주 약간자주 가끔 별로안함 거의안함

1) 자녀공부  ____ ____ ____ ____ ____

2) 자녀의 친구 ____ ____ ____ ____ ____

3) 자녀의 취미활동 ____ ____ ____ ____ ____

4) 음주  ____ ____ ____ ____ ____

5) 흡연 ____ ____ ____ ____ 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