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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서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배경 및 목적 : 금연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전자담배의 사용

이 늘어나고 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일반담배의 흡연율도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고, 새롭게 등장한 전자담배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흡연행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1년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

자담배와 일반담배에서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보

고자 한다. 흡연행위와 관련된 요인들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특성 ,

학교특성, 개인적 특성, 흡연관련특성, 위험행동특성, 건강관심도 특성의 7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 전체 조사대상 중 흡연자는 일반담배 흡연자 6,484 명(8.6%), 전

자담배 흡연자 809 명(1.1%),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였다고 응답

한 복합흡연자 2,502 명(3.3%)이었다.

일반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담배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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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담배 흡연자에 비해 학년이 낮고, 주관적 행복도가 높고, 건강에 관

심이 높고, 학교성적이 높고, 어머니 교육정도가 높은 학생에서 많았다.

(p<0.005)

복합담배의 경우는 일반담배의 특성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첫 흡연시도 나이‘가 매우 어렸으며, 성경험, 음주경험, 약물경험 등

의 위험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크다.(p<0.005)

연구 결론 :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도입된 전자담배는 청소년들

에게 호기심의 대상으로 혹은 학교 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대체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의 청소년 흡연율을 낮

추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핵심이 되는 말 : 청소년 흡연, 전자담배 흡연, 복합담배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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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이며 아동과 성

인의 중간 시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 10대 들의 이 시기를 ‘위기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체적

으로는 성인에 가까운데도 성인으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

을 경험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시작 하면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화 되어 기존의 가치관이나 전통적인 사회양식과 충

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적인 경험의 미숙은 사회와의 부조화를 경험하

게 하면서 충동적이고 방향성을 상실한 채 ‘사춘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도 한다. 아동도 성인도 아닌 혼란의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에게서 정신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고, 일상가운데서는 불합리적인 여러 유혹에 쉽게 빠

져들기도 한다.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합리적인 유혹의 대표적

인 것이 흡연이다. 흡연이 습관화 되면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니

코틴 중독 상태에서는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흡연하는 습

관의 교정이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많은 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은 성인들의 흡연

과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사방의 감시를 피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의 성격을 긍정적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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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인생관보다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다(이선영, 2000; 장환식, 2005). 또한 흡연하는 청소년들은 일

상생활 속에서 비행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며,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성인

기 흡연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어 성인 흡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흡연량이나 흡연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개인적인 측면에

서의 건강상의 위해와 더불어 흡연에 따른 의료비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많은 위험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중추신경흥분제인 약물로 분류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지

정하여 만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개설하고 금연상담전화, 금연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을 2010년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장

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빌딩을 비롯한 거리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

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 조성되면서 1980년 79.3%로 최고점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흡연

율은 2010년 흡연 실태조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30%로 진입하였고, 2010

년 12월 현재 39.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송태민, 2011). 우리나라 남

성의 흡연율은 [표 1]에서 OECD 회원국가 평균 남성흡연율이 28.4%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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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긴 하지만,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1980년의

79.3%에서 2010년의 39.6%로 39.7%가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

적으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청소

년의 경우를 보면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적이 있는 남학생은

17.2%로 최근 7년간 비슷한 수준이고, 여학생은 6.5%로 최근 7년간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1) 성인 흡연율

에 비해 청소년의 흡연율의 감소가 저조한 이 현상은 청소년들이 금연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성인흡연율을 감소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국외 성인 흡연율

성
2008년 2009년

미국 프랑스 OECD 미국 프랑스 OECD

남성 17.9 30.6 27.3 17.1 30.0 28.4

여성 15,1 22.3 18.3 13.7 21.0 18.7

전체 16.5 26.2 23.3 15.4 25.0 23.4

<출처> 송태민,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와 금연정책 효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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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태민,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와 금연정책 효과 2011

그림 1. 연도별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추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으로 60%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원하고 있으며, 담배의 한 대용품으로 전자

담배를 선택하고(National Actual Smoking Survey, 2010), 그 전자담배를

금연을 도와주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2003년에 개발되었으며,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되어 있는 기구로서, 니코틴을 흡입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일반담배와의

차이는 없다. 흡연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는 일반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전자담배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지

만, 이용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금연을 조장하는 사

회적 분위기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자 금연공간에서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흡연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인 흡연자들은 금연의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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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지만,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선택하기도 한다(Lee

SK, 2011).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흡연 시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전자담

배의 장점을 이용하여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으며(sbs뉴스

2011.9.16), 학교 밖에서는 일반담배를, 학교 내에서는 전자담배를 복합적으

로 이용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금연

의 도구로 이용하기보다 일반담배의 대체제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흡연의 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

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지

만 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모

두 이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존

재하고 있다.

자아의식이 확립되지 않고, 불안정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접근이 쉬운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에 형성되어 자리잡아가고 있는 금연문화 확산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반담배나 전

자담배 모두에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

다. 특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담배가 금연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보다 일반

담배의 대체제로 이용되는 있는 상황에 대처한 청소년금연교육이 시급한 실

정이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금연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고, 청소년의 전자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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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데이터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특성차이를 연구하

고, 새롭게 등장한 전자담배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흡연행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흡

연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일반특성에 따른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흡연율을 파악

한다.

둘째, 청소년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흡연관련 요인의 차이가 있는 지

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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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흡연율 현황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인구 중 15세 이상의 연령에서 22%가 흡연자

이고 흡연이나 담배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6초마다 한명씩 사망한다고 한

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WHO 서태평양 지역의 15세 이상의 남성 흡연율

이 51%로 가장 높으며, 15세 이상 여성의 흡연율은 WHO유럽 지역이 22%

로 가장 높고, 유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13~15세 여자가 15세

이상 여자보다 높은 흡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13~15세 여자 흡연율은 미래

의 성인 여성의 흡연율을 말해주게 될 것이다(Global Health Observatory,

2009).

특히,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44.3%(2009년 15세 이상 성인 남성)로,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2위를 기록하

고 있다(OECD HEALTH DATA, 2011). GHO의 2010년 자료에서 13~15세

까지의 청소년의 모든 담배관련 제품의 흡연율을 보면 남자 14.9%이며 여

자 10.6%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에서도 우리나

라 만 19세 이상 성인층의 현재흡연율이 남성은 2009년 43.1%, 2010년

39.6% , 2011년 39.0%였고 여성은 2009년 3.9%, 2010년 2.2%, 2011년 1.8%

로 차츰 둔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흡연율에서는 성인층의 흡연

율 감소와 달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제7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의 2005년에서 2010

년까지의 흡연율 연도별 추이가 남학생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여학생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생 남자의 현재흡연율은 2005년 9.6%,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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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11년 11%이고, 일반계고 남학생의 현재흡연율은 2005년 16.4%,

2008년 19.2%, 2010년 17.7%, 2011년 18.7%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 여자

의 경우는 2005년 6.3%, 2008년 5.4%, 2011년4.8%이고, 일반계고 여학생은

2005년 7.5%, 2008년 6.4%, 2011년 5.0%으로 나타났다. 성인 흡연율이 꾸준

히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청소년의 흡연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는 개인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과, 흡연관련 질환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의료비용을 상승하게 한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1년 동안 우리나라

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발생되는 소득손실액은 3조

5,000원에 이고, 진료비 1조 4,000억여 원, 간병비 1,800억여 원 등으로 나

타난다. 40살 남성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명의 생애의료비는 비흡연자의

경우 1,800여 만 원인데 반해, 현재 흡연자는 2,900여 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기대 여명도 비흡연자 42.7년, 현재 흡연자 36.4년으로 나타났다. 40살 이후

의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뇌혈관질환 의료비를 1,125만 원

더 지출하게 되고 6.3년 더 빨리 사망하게 된다(보건사회연구원, 2007). 흡연

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흡연은 암과 관련된

첫 번째 원인으로서, 2003년에는 171,900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하였고, 폐암

으로 인한 사망은 157,200명이었다. 특히,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인두암,

폐암, 방광암 등은 흡연과 관련이 있어, 흡연율이 감소한다면, 미국 내에서

만 30,200명의 구강암과 인두암 환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7,800명의 사망을 줄일 수 있다(Surgeon General’s report, 2004).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90%이상이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좋다’라는 인식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쪽으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

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7). 간접흡연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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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흡연이 괜찮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흡연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 흡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정신적 , 신체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흡연

은 성인의 흡연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신체는

완전한 성숙단계의 세포, 조직, 장기가 아니므로 담배의 독성에 의해 손상정

도가 어른에 비해 더욱 커진다. 청소년의 흡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청소년기에 시작한 흡연은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

인기에 시작하는 흡연보다 흡연기간이 길어지고, 흡연양도 늘어난다는 점이

다. 흡연량에 비례해서 각종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비흡연 청소년에 비

해 10년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흡연을 청소년기에 시작했을 경우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고, 심장병 발생률은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국립암센터, 2007).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혈압, 중성지방, 체질량지수

(BMI)과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Byeon & Shoon, 2007).

흡연은 청소년이나 성인들 모두에게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인 해를 입힌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중 가장 큰 것은 니코틴 중독으로, 어린 청소년들

일수록 더 많이 중독된다. 청소년들은 니코틴에 예민하고, 성인들보다 더 니

코틴에 의존할 수 있다. 흡연하는 십대들 네 명 중 세 명이 성인의 흡연까

지 연결이 된다. 초기의 심장 혈관 질환은 어린 흡연자들에게서 대부분 발

견되며 대부분의 어린 흡연자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한다. 또한, 흡연은

폐 기능을 감소시키고, 폐의 성장을 지연시킨다. 담배를 피우는 십대들이 폐

기능 감소로 적은 양의 공기만 흡입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최대 폐

용량을 채우지 못할 것이고, 만성 폐색성 폐질환의 위험은 커질 것이다. 이

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흡연을 고집하는 청소년들의 30%는 조기사망으로

이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Surgeon General’s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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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담배의 실태

최근의 금연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전자담배의 수요량이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가 ‘놀라운 금연 도구’, 혹은 ‘건강한 담배’로

광고되고(Lee SK, 2011)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의 전

자 담배관리체계는 그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통해 전자담배는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으며(박정래, 2011), 청소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거나

부모들이 담배를 끊으라고 사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sbs 뉴스, 2011. 9.16).

전자담배는 2003년 중국 Ruyan Group(Holdings) Limited에서 개발된 후

2004년 캐나다에서 특허를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들어와 2008년부

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흡입하게 만든 장치로서 담배 필터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를 빨면 내부 압력

에 의해 케이스 끝의 발광다이오드(LED)에 불이 들어오고 니코틴 액이 기

체로 바뀌면 그 니코틴 기체를 흡입하는 구조로 만들어 졌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전자담배의 위해성이나 금연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없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인

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금연’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나오거나, 제목이나 태그

에 ‘금연’과 관련된 문구를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 게다가 일반담배도 순

한 맛, 진한 맛이 있듯 니코틴 농도를 조절해서 피우면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고, 금연 결심 초기의 금단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행동이나 담배연기가 목에 닿는 느낌 등 흡연과 유사

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도구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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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

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전자담배에 대한 2008년 11월 10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장치’로 정의 하면서 금연도구와는 상

반된 ‘니코틴 흡입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식품

의약품안전청은 전자담배를 니코틴, 향, 기타 화학물질이 포함된 카트리지를

포함한 배터리로 작동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니코틴

액과 관련 물질을 담은 카트리지로 전자담배, 권련, 엽권련, 파이프를 포함

한 ‘니코틴 흡연을 위한 기화조절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 담배 관련

용어 중에 ENDS(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가 있는데 이는 ‘전자

식 니코틴 전달 장치로써, 담배의 연소과정 없이 니코틴과 다른 물질을 직

접 폐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고, 세계보건 기구는 이를 담배 제품으로 분

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Technical Report,

200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담배의 판매자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자담배를 ‘연소과정이 없는 니코틴을

전달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2011년 3월에 Pubmed 등을 통

하여 전자담배(e-cigarette)등 관련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된 논문 가운데

전자담배와 관련이 있는 논문은 총 16편이었다. 논문의 종류는 윈저 7편, 비

체계적 종설 1편, 편지(letter) 5편, 의견(opinion) 1편이었다. 윈저의 7편 중

6편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지원으로 시행되었고, 이들 연구의 결론은 공통

적으로 전자담배의 체내 니코틴 전달 및 흡수과정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흡연자의 니코틴 갈망을 줄이지 못하며 잠재적인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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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정래, 2011).

현재까지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료 또한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전자담배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면,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6

개월 금연성공률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Siegell, 2011). Bullen 등은 전자담

배(16mg기준)가 일반 연초에 비해 흡연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니코틴

흡입제 만큼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와 16mg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

용하는 이용자들을 비교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흡연자들

에게서 유의하게 흡연욕구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Bullen, 2010). 그러나,

Bullen 등의 연구는 뉴질랜드의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Ruyan사의 후원을 받

아 진행되었다는 점에 신뢰성을 가지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안전성의

확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 측에서는 전자담배가

타르등 발암물질이 없으므로 일반담배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홍보하며(박

정래 등, 2011), 인터넷의 웹상에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에 대한 접근성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준호의 연구에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들어본 청소년 중 46.4%가

인터넷을 통해서였다고 한다(조준호, 2011). 2012년 5월 28일자 국민일보 보

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121개 전자담배 제품 액상에서 1 ㎖당

일반 담배의 0.24∼723개비에 해당되는 니코틴이 검출되었으며 일반담배보

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훨씬 높아 실제 담배를 필 때 니코틴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 라고 보도하였다. 미국 FDA에

서는 2010년 1월부터 the Food, Drug, and Cosmetic Act하에 전자담배를

약물전달기구(drug-delivery device)로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 이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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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연구에서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TSNAs)이나 독성

있는 화학물질인 디에틸글라이콜, 그리고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의심되는

담배의 특정 성분들이 들어 있음이 밝혀진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Lee SK,

2011). 그러나 2011년 4월 미국정부는 최종소송결과 전자담배를 의약품이

아닌 담배제품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캐나

다와 홍콩, 덴마크, 이스라엘, 핀란드,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에서

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중지 혹은

금지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12),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자담배가 담배

로 간주된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에서의 사용 불허

가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용이 강력하게 행해지고 있지

는 않은 실정이다(한양여자대학,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냄새가 없다보니

교실에서까지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있으며(sbs뉴스, 2011.5.31) 공공장

소에서 흡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Lee SK, 2011).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에서는 전자담배를 일반담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를 줄일 차선책으로 전자담배를 장려하고 있으며(the guardian, 2011. 9.

14.) 미국의 John Tierney는 University of Catania의 Riccardo Polosa의 연

구를 예로 들며 전자담배는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11.11.22.). The Consumer Advocates for

Smoke - Free Alternatives Association(CASAA)의 원조를 받고 있는

Populi Health Institute의 Carl V. Phillips는 Tobacco Harm Reduction

(THR)이라는 일종의 캠페인을 통해 무연담배(전자담배, snus 등)가 일반담

배보다 0.01%만큼의 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THR교육을 통해 일반담

배에서 무연담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 14 -

City Health 2012, London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HO가 2008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고 한 말은 전자담배 옹호자들의 주장을 펴

는데 인용이 되고 있다. 영국 공공정책연구센터의 Jeff Stier 또한 이를 인

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담배 관련 정책이 편견이 아니라,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라며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21,

2012. 2. 3.) 이러한 국제적 기류는 우리나라에도 곧 상륙할 수 있으며, 전자

담배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주기 쉽다. 아직까지는

일반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전자담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전자담배회사에서는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들

을 도입한 전자담배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는 사고정립이 확고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며 전자담배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성장기 청소년에게 심어줄 수

있다.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져

미래의 일반담배흡연자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전

자담배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관

한 연구 뿐 만이 아니라, 일반담배에서와 같은 전자담배 흡연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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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흡연 영향 요인

청소년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흡연 관

련 요인으로 음주, 몸싸움, 운동, 성행위, 학교위치, 학교종류, 성별, 자살시

도, 흡연친구, 부모의 흡연 등을 관련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Bandason,

2010), 청소년이 흡연을 하게하는 요인으로는 부모흡연, 친한 친구 흡연, 남

학생, 용돈, 흡연이 매력적이라는 인식, 유명배우들의 흡연 장면과 각종 행

사나 광고에서의 노출 등이 있었다(Seter Siziya, 2007).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흡연시작요인을 개인요인(성별, 학교성적, 우

울감, 자신감), 가족요인(부모와의 동거, 경제상태, 부모의 흡연, 부모의 조

력, 부모의 지도), 공동체생활요인(학교친구들의 흡연, 학교와의 유착관계,

공동체 유착관계)으로 분류하였고, 청소년의 흡연시작과 관련 있는 요인으

로 보았다. ‘학교유착관계’에서는 학교, 선생님, 친구들을 좋아하는지를 확인

하였고, ‘공동체 유착관계’에서는 이웃과 대화하고 방문하는 지, 가족들이 여

행 중에 이웃이 우편물을 챙겨주고, 정원과 애완동물을 보살펴주는지, 이웃

을 믿을 만한지, 이웃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족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

하는지, 살고 있는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동네에 외부인들이 어슬렁

거리는지를 조사하였다(Chang, 2011).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고 흡연자가 되는 데는 부모의 흡연여부와 형이나

누나의 흡연여부,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학적인 요인(부모의 교육수준, 부

모의 직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누나나 형이 흡연을

할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jora, 2011) 부모 및

형제의 흡연이 청소년의 흡연수용 태도를 높임으로써 흡연율을 높이며(허영

란, 1996), 학교성적이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은 높아지고,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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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도보다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흡연할수록 흡연

율이 낮아진다고 하였다(김태숙, 2003). 이는 형제자매가 흡연을 할 경우 청

소년의 흡연율도 증가한다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형

제자매가 흡연할수록 흡연율이 낮아진다는 결과에 대해 김태숙은 형제, 자

매의 흡연은 서로에게 걱정거리가 되어 흡연을 말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 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흡연율

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보다 어

머니들이 자녀의 교육에 더 관심과 책임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고강도 스포츠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

다 흡연율이 낮으며(Mattila, 2012),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 중에서 미래에

흡연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찾아내는 지표로 과거에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는지, 친한 친구가 담배를 준다면 피울 의사가 있는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흡연을 하는지를 꼽았다. 이 예측모델은 과거 흡연력, 부모흡연상태, 친구흡

연상태, 담배회사 로고가 들어간 물품의 휴대유무, 친한 친구로부터 담배를

제공 받을 경우 피울 의사가 있는지를 요소로 하여 만든 것이다(Lee SK

,2010). 흡연하는 또래집단과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흡연가능 높아질 것을 예

측할 수 있고(이상균, 2001), 흡연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흡연율도 높아진다(강복수등, 2005). 이들 연구는 청소년기에 또

래집단이 청소년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연태도와 흡연행동, 가정환경

요인(가구소득, 가족 중 흡연자유무), 학교생활요인(학교성적, 고등학교 유

형), 청소년 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흡연친구유무, 학년, 성별)을 보았다.

(장환식, 2005) 농촌지역 남자청소년들의 현재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학교(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 현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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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접흡연 노출, 학업성적으로 나타났다(홍남수, 2011).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흡연경험률은 유의하게 높아지고(류소연,2007), 자아존중감

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서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문제

행동 발생 시 해결능력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여 진다. Tyas와 Pederson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흡연영향요인을 사회인구학적요인, 환경적요인, 행동요인,

개인요인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사회인구학적요인에서는 나이, 성별, 인종,

문화적 특성, 가족구조,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 부모의 소득, 거주지역으로

보았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흡연, 부모태도, 형제자매흡연, 또래흡연, 또

래의 태도와 규범, 가족환경, 가족과 친구의 애착, 담배의 접근 가능성을 보

았다. 행동요인으로는 학교요인, 위험행동, 생활습관을 보고, 개인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우울감, 자존감, 흡연자에 대한 태도, 흡연연관 건강지

식 인식정도, 개인적 건강관심도를 보았다. 이 요인들 중 관련성이 높은 요

인들은 사회인구학적요인에서는 나이, 가족구조,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

부모의 소득이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흡연, 부모태도, 형제자매흡연,

또래흡연, 또래의 태도와 규범, 가족환경, 가족과 친구의 애착이었다. 행동요

인으로는 학교요인, 위험행동, 생활습관으로 나타났고, 개인요인으로는 스트

레스, 우울감, 자존감, 흡연자에 대한 태도, 개인적 건강관심도였다. 박선희

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시작요인을 인구사회학적특성, 가족특성, 학교

특성, 개인특성으로 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는 성별, 월평균수입, 개

인용돈, 가족구성, 부모교육수준으로, 가족특성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학교특성으로는 학교성적, 학교에서 느끼

는 외로움, 흡연하는 친구로 보았다. 개인특성 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경향성, 자기통제력, 비행행위, 자존감, 음주행위, 우울증상, 스트레스, 삶에

대한 만족도로 보았고, 학교에서의 외로움이 높을수록, 위험한 행동을 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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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경험한 비행행위 숫자가 증

가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원인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3시기 흡연시

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별, 용돈, 부모와의 관계, 학업성적, 학생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수준, 자아존중감, 위험감수성향, 비행행위, 흡연 친구

수(박선희 등, 2007) 등을 들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하

지 않고 분류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인구학적인 요

인과 가족 크기, 부모의 경제상태 등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흡연영향요

인들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Tyas외,1998).

전자담배 흡연의 중요한 예측 모델로는 남학생, 또래의 영향을 받는 정도,

학교생활의 만족도, 일반담배의 흡연경험이 있다(조준호, 2011). 일반담배 흡

연자의 특성은 수많은 선행연구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자담배 흡연자

의 특성은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흡연자라는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선행연구에서 많이 보여주는 일반담배 흡연자의 특성인 인구사

회학적요인,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을 전자담배 흡연자의 특성으

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으로 접근되기 보다는 여러

요인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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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

여,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서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먼저 대응분석에서 요인별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참

고문헌의 일반담배 흡연의 요인 특성과 이 연구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요인들 중 어느 것들이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흡연율과 관계가 있는지 보

기위해 [그림2]와 같은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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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본 연구는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

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식습관, 신체활동 등의

14개 영역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서,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을 근거로 실시

하는 정부승인통계조사이며 2005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전

국의 중1~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중학교 400

개교, 고등학교400개교의 79,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800개교 75,643명

이 조사에 참여하여 95.5%가 참여 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우리나

라 청소년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표집확률에

있어서 성별, 학교급별(중학교, 일반계교, 특성화계교), 학년별 표본추출에

의한 편차는 보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변수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포함된 흡연관련 변수는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경험,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때, 최

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때,

최근 30일 동안 하루에 피운 개비 수,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 이용여부 등 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담배인 연초를

‘일반담배’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동시 흡연’을 새로운 변수로 생성하

였고 ‘복합흡연’으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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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 변수와 ‘최근 30일 동안 전

자담배 이용여부’ 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로 ‘일반담배 흡연’과 ‘전자담배

흡연’을 선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내 금연 규정을 피하

기 위하여 일반담배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를 이

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복합 흡연’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현재 흡연행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나 하나의 이론만으로 흡

연행위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Park, Weaver, &

Romer, 2006),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행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비

교분석한 후, 흡연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들을 독립변

수로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흡연행위와 관련된 요인

들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특성 , 학교특성, 개인적 특성, 흡연관련특

성, 위험행동특성, 건강관심도특성 등의 7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

학적 특성요인은 성별, 학년,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규모 등의 변수로 구성

하였으며, 가족 특성요인은 가족형태(부모와 동거, 편부 또는 편모와 동거,

계부 또는 계모와 동거, 기타), 부모의 학력, 경제상태 등의 변수로, 학교특

성 요인은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계고등학교), 학교유형(남

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성적 등의 변수로, 개인적 특성요인은 용돈, 주

관적 행복정도, 스트레스인지정도를 선정하였다. 흡연관련특성 요인은 첫 흡

연경험, 가정 내 간접흡연, 학교금연교육경험, 금연홍보경험의 변수로 구성

하였으며, 위험행동특성 요인은 음주경험, 약물경험, 성관계경험, 안전의식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률,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률, 고속버스 안전벨트 미

착용률)으로, 건강관심도특성 요인은 근력운동, 탄산음료섭취, 패스트푸드섭

취, 개인위생(학교에서 식사 전 비누이용 손씻기 실천율,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 후 비누이용 손씻기 실천율)을 변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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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요인들과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분석을 시행하

였다.

분석의 척도가 대부분 명목형이므로 빈도분석 즉 카이제곱분석을 시행하

여 차이를 살펴봄직하나 데이터의 크기가 클 경우 카이제곱분석은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수량화이론에 의한 범주형자료의 수량화를

이용한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대응분석이란 설

문자료의 응답패턴에 주목하여 패턴이 비슷한 응답자와 비슷하지 않은 응답

자들을 분류하기 위한 기법이다. 또한 질문항목끼리의 관계도 동시에 분석

할 수 있다. 분류변인인 흡연형태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즉 일반담배, 전

자담배, 복합흡연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관련특성요인별로 교차표상의 행과

열로 만들어 응답자의 패턴을 2차원의 그림으로 표현한 후 이를 해석하였다.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변수인 흡연유형이 3군(일반담배, 전자담배,

복합흡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각의 설명변수의 odds ratio

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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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흡연분포

연구대상자들의 흡연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2011년 자료의 전체 조사대상은 75,643 명이었고 그중 비흡연자는 65,846 명

(87%)이었다. 흡연자는 지난 30 일간 일반담배만 흡연하였다고 응답한 일반

담배 흡연자 6,484 명(8.6%)와 전자담배만 흡연하였다고 응답한 전자담배

흡연자 809 명(1.1%),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였다고 응답한 복합

흡연(일반담배 흡연 + 전자담배 흡연) 2,502 명(3.3%)이었다. 전자담배만 흡

연한 전자담배 흡연 보다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모두를 흡연한 복합 흡연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표 2].

표 2. 흡연분포 (단위: 명)

흡연유무 및 흡연종류 빈도(%)
가중치적용빈도
(표준오차)

가중치적용%
(표준오차)

비흡연 65,846(87.0) 3,325,286(44,628.99) 86.8(.3)

흡연

일반담배 6,486(8.6) 328,460(8,135.95) 8.6(.2)

전자담배 809(1.1) 42,296(1,856.97) 1.1(.0)

복합흡연 2,502(3.3) 136,757(5,254.30) 3.6(.1)

합  계 75,643(160.0) 3,832,799(49,122.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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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흡연하는 학생들로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

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6,961명(71.1%)으로 여자

2,836명(28.9%)보다 높으며,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2,182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의 빈도가 높았다(표 2).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명)

변수명 구분
흡연종류

일반담배 (%) 전자담배 (%) 복합흡연 (%) 전체 (%)

성별
남자 4,333 (66.8) 610 (75.4) 2018 (80.7) 6961 (71.1)

여자 2,153 (33.2) 199 (24.6) 484 (19.3) 2836 (28.9)

학년
중1 417 (6.40) 104 (12.9) 128 (5.10) 649 (6.60)

중2 842 (13.0) 152 (18.8) 231 (9.20) 1225 (12.5)

중3 995 (15.3) 144 (17.8) 404 (16.1) 1543 (15.7)

고1 1,362 (21.0) 185 (22.9) 635 (25.4) 2182 (22.3)

고2 1,451 (22.4) 125 (15.5) 544 (21.7) 2120 (21.6)

고3 1,419 (21.9) 99 (12.2) 560 (22.4) 2078 (21.2)

전체 6,486 809 2502 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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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도분석

가. 흡연형태별 흡연자 빈도

성별에 따른 흡연자의 빈도는 남학생의 경우 복합흡연자가 2,018명

(29.0%)으로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일반담배의 흡연자가 2,153명(75.9%)로

매우 높았다. 학년에 따른 흡연형태별 흡연자 빈도는 상대적으로 고학년(중

3~고3)으로 갈수록 복합흡연의 빈도가 높아지고, 전자담배는 학년이 낮을수

록 흡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형태에 따른 흡연형태별 흡연자

빈도는 여학교가 전자담배 36명(4.8%)와 복합담배103명(13.8%)의 흡연비율

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남학교나 남녀공학 학교의 일반담배, 전자담배, 복합

담배 흡연비율은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표 4].

나. 지역 및 도시규모에 따른 흡연자 빈도

일반담배 흡연자는 경북이 388명(77.4%)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409명

(75.6%), 강원 291명(75.0%)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복합담배 흡연자는 충북

이 176명(35.1%)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4명(33.4%), 울산 123명(31.9%)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도시규모에 따른 흡연자 빈도는 일반담배 흡연자가 군

지역에서 1,033명(72.4%) 가장 높았고, 복합담배 흡연자는 대도시 1,116명

(26.3%)과 중소도시 1,083명(26.3%)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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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자 빈도
(단위: 명)

흡연종류

항목 구분
일반담배
(n=6,486)

전자담배
(n=809)

복합흡연
(n=2,502)

전체
(n=9,797)

빈도 (%)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자 4,333(62.2) 610(8.8) 2,018(29.0) 6,961(100.0)

여자 2,153(75.9) 199(7.0) 484(17.1) 2,836(100.0)

학년
중1 417 (64.3) 104(16.0) 128(19.7) 649(100.0)

중2 842 (68.7) 152(12.4) 231(18.9) 1,225(100.0)

중3 995 (64.5) 144 (9.3) 404 (26.2) 1,543(100.0)

고1 1,362(62.4) 185(8.5) 635(29.1) 2,182(100.0)

고2 1,451(68.4) 125(5.9) 544(25.7) 2,120(100.0)

고3 1,419(68.3) 99(4.8) 560(26.9) 2,078(100.0)

학교

특성

일반계고 2,314(64.1) 287(8.0) 1,009(28.0) 3,610(100.0)

중학교 2,254(66.0) 400(11.7) 763(22.3) 3,417(100.0)

특성화계고 1,918(69.2) 122(4.4) 730(26.4) 2,770(100.0)

학교

형태

남여공학 4,661(66.2) 582(8.3) 1,799(25.5) 7,042(100.0)

남학교 1,217(60.6) 191(9.5) 600(29.9) 2,008(100.0)

여학교 608(81.4) 36(4.8) 103(13.8) 747(100.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509(72.2) 35(5.0) 161(22.8) 705(100.0)

고졸 2,569(68.0) 261(6.9) 948(25.1) 3,778(100.0)

대졸 2,115(63.9) 320(9.7) 874(26.4) 3,309(100.0)

잘 모름 831(67.9) 110(9.0) 282(23.1) 1,223(100.0)

결측치 462(59.1) 83(10.6) 237(30.3) 782(100.0)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52(73.5) 27(4.4) 136(22.1) 615(100.0)

고졸 3,137(67.1) 315(6.7) 1,222(26.1) 4,674(100.0)

대졸 1,595(64.7) 251(10.2) 618(25.1) 2,464(100.0)

잘 모름 824(68.2) 112(9.3) 272(22.5) 1,208(100.0)

결측치 478(57.2) 104(12.4) 254(30.4) 836(100.0)

가정의  

경제적

상태

상 364(53.3) 100(14.6) 219(32.1) 683(100.0)

중상 1,218(63.6) 190(9.9) 506(26.4) 1,914(100.0)

중 2,856(68.0) 329(7.8) 1,014(24.1) 4,199(100.0)

중하 1,425(70.0) 115(5.7) 495(24.3) 2,035(100.0)

하 623(64.5) 75(7.8) 268(27.7) 96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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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 및 도시규모에 따른 흡연자 빈도
(단위: 명)

흡연종류

항목 구분

일반담배
(n=6,486)

전자담배
(n=809)

복합흡연
(n=2,502)

전체
(n=9,797)

빈도 (%) 빈도(%) 빈도(%) 빈도(%)

지역

강원 291(75.0) 13(3.4) 84(21.6) 388(100.0)

경기 1,311(65.5) 150(7.5) 542(27.1) 2,003(100.0)

경남 416(66.7) 53(8.5) 155(24.8) 624(100.0)

경북 388(77.4) 40(8.0) 73(14.6) 501(100.0)

광주 244(56.6) 43(10.0) 144(33.4) 431(100.0)

대구 380(69.7) 41(7.5) 124(22.8) 545(100.0)

대전 279(72.7) 23(6.0) 82(21.4) 384(100.0)

부산 352(54.8) 83(12.9) 207(32.2) 642(100.0)

서울 884(66.9) 106(8.0) 331(25.1) 1,321(100.0)

울산 211(54.8) 51(13.2) 123(31.9) 385(100.0)

인천 409(75.6) 27(5.0) 105(19.4) 541(100.0)

전남 293(72.9) 17(4.2) 92(22.9) 402(100.0)

전북 261(57.5) 62(13.7) 131(28.9) 454(100.0)

제주 165(75.3) 17(7.8) 37(16.9) 219(100.0)

충남 326(71.5) 34(7.5) 96(21.1) 456(100.0)

충북 276(55.1) 49(9.8) 176(35.1) 501(100.0)

도시규모

군지역 1,033(72.4) 91(6.4) 303(21.2) 1,427(100.0)

대도시 2,759(64.9) 374(8.8) 1,116(26.3) 4,249(100.0)

중소도시 2,694(65.4) 344(8.3) 1,083(26.3) 4,121(100.0)



- 28 -

4. 대응관계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가.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과 흡연행태 차이

전자담배는 울산, 부산에서, 중학교 1학년학생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학

생이 복합흡연율이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복합흡연과 일반담배의 흡연

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림 3.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과 흡연행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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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 및 학년과 흡연형태

성별 및 학년과 흡연형태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일반담배 흡연

비율이 높았다. 일반담배는 여중2, 3학년, 여고 1~3학년에서 많이 흡연하고,

전자담배는 남중1, 2학년과 여중 1학년에서 많이 흡연한다. 반면에 복합흡연

은 남중3학년과 남고 1~3학년에서 많이 흡연하는 것으로 나왔다. 전자담배

의 흡연이 학년이 낮은 남중1, 2학년과 여중 1학년에서 많이 흡연하는 것으

로 나온 것으로 봐서 전자담배의 흡연은 저학년들의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4].

그림 4. 성별 및 학년과 흡연형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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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과 흡연행태차이

광주, 부산, 울산 지역에서 일반담배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복합

흡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부산, 울산에서는 전자담배의 흡연

율도 흡연자들 중에서 10%이상으로 나왔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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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과 흡연행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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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년과 흡연행태차이

전자담배는 중학교 1학년에서 비율이 높았고, 일반담배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그림 6. 학년과 흡연행태 대응분석.



- 32 -

마. 학교특성 요인과 흡연형태

학교특성과 흡연형태에서 일반담배는 학교성적이 중간인 그룹과 남녀공학

에서 많이 흡연하고, 전자담배 흡연은 학교성적이 상위그룹과 중학생에서,

복합흡연은 성적이 낮은 그룹과 남학교에서 많이 흡연한다. 그림에서 상,

중, 하로 표기 된 것은 학교성적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7].

그림 7. 학교특성요인과 흡연형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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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특성과 흡연형태

개인특성과 흡연형태에서 전자담배에서는 학생들이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으며, 스트레스를 별로 느끼지 않고, 용돈이 약 10만원인

그룹에서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다.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느끼는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인 흡연율이 적었고, 용돈이 아주

많은 그룹도 중간정도의 용돈그룹에 비해 흡연율이 적었다. 그림에서 ‘대단

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낌’,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

음’은 스트레스 항목이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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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개인특성과 흡연형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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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족특성과 흡연형태

가족특성요인과 흡연형태에서 가정경제상태가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

룹과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 담배와 복합흡연의 흡연율이 높지만, 전

자담배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높은 학생의 흡연율

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그림 9].

그림 9. 가족특성요인과 흡연형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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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험행동 요인과 흡연형태 차이

위험행동요인과 흡연형태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학생들은 위험행동을

적게 하고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일반담배 흡연과 복합흡연은 안

전의식이 낮은 학생과, 이성과의 성관계나 음주와 같은 위험행동경향이 높

은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으로 나왔다.

앞좌석안전벨트착용여부(3개 항목) 및 헬멧착용여부(2개항목) 변수를 더하

여 총합계 12~30점까지의 값을 3개의 범주(상(12~18점, 중19~24점, 하25~30

점)로 나눠 안전의식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그림 10].

그림 10. 위험행동요인과 흡연형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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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강관심도 요인과 흡연형태

건강관심도 요인과 흡연형태에서는 근력운동 많이 하고, 패스트푸드와 탄

산음료를 먹지 않고, 개인위생 청결한 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이 높았다.

탄패섭취변수는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로써 주1회~3회미만을

하, 주4회이상~매일1회를 중, 매일2회~매일3회이상을 상으로 분류하였다. 개

인위생변수는 손씻기 학교에서식사전 손씻기, 학교에서 화장실다녀온 후 손

씻기, 집에서 식사전 손씻기, 집에서 화장실다녀온 후 손씻기, 외출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씻기 항목을 더하여 5~10점을 상, 11~15점을 중, 16~20을 하

로 분류하였다[그림 11].

그림 11. 건강관심도 요인과 흡연형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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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흡연관련특성 요인과 흡연형태 차이

흡연관련특성 요인과 흡연형태에서 학교금연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

생이 일반담배 흡연이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에서 흡연 시 적발된 학생들

이 금연교육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흡연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또는 3학년으로 나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흡연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집에서의 간접흡연경험이 복합흡연, 전자담배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간접흡연에 노출이 흡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흡연특성요인과 흡연형태 대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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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표 6]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담배 흡연 빈도에 비해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주당 간접흡연이 높을수록 약 1.04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행복

도가 높을수록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약 1.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줄어들며, 용돈이 많을수

록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높아지며,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전자담배 흡연 빈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건강인지도)가 높을수록 전자

담배 흡연 빈도가 약 1.14배 증가하며, 거주지역이 대도시로 갈수록 전자담

배 흡연 빈도가 약 1.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격렬한 신체활동 횟수

가 많을수록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높아지며, 중등도의 신체활동 횟수가 많

을수록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높아지며, 근육강화운동이 많을수록 전자담배

흡연 빈도 높아진다.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1.17배 증

가하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약 1.30배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증가하

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높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로 갈수록 일반계 고등학교는 0.73배 낮아지고 특수계 고등학교는 0.45배 낮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스트레스 원인이 학교 외적인 원인 즉 부모님, 가정

형편, 건강, 외모 등일 때보다 학교와 관련된 선생님, 교우관계, 성적 등이

스트레스 원인일 때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높아지며, 부모가 두 분이 다 계

실 때 보다 편부모 슬하에서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높아지며, 우울감이 없

을 때 보다 있을 때가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물경험이 없을 때 보다 있을 경우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약 1.92배 증가하

며, 금연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있을 경우 전자담배 흡연 빈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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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흡연종류에 따른 다항로지스틱 (전자담배)

흡연종류

(일반담배기준)
Odds

95% CI
p

Lower Upper

전

자

담

배

절편 　 　 　 .000

간접흡연 1.040 1.006 1.075 .020

행복도 1.121 1.008 1.246 .035

스트레스정도 .979 .874 1.096 .709

용돈 1.018 .994 1.042 .145

경제상태 1.067 .968 1.176 .189

건강인지도 1.137 1.015 1.274 .027

거주지역 1.154 1.002 1.329 .046

격렬한 신체활동횟수 1.073 .997 1.154 .059

중등도 신체활동횟수 1.017 .947 1.093 .643

근육강화운동 1.006 .949 1.066 .838

학업성적 1.169 1.084 1.262 .000

어머니학력 1.303 1.112 1.528 .001

[성별=남] 1.117 .893 1.399 .333

[성별=여] 1 　 　 　
[학교급=일반고교] .727 .595 .887 .002

[학교급=특수고교] .445 .340 .581 .000

[학교급=중학교] 1 　 　 　
[스트레스원=학교내] 1.097 .913 1.317 .323

[스트레스원=학교외] 1 　 　 　
[부모=편부모] 1.185 .775 1.812 .434

[부모=양부모] 1 　 　 　
[우울감=있음] .902 .743 1.096 .299

[우울감=없음] 1 　 　 　
[음주경험=있음] .917 .752 1.118 .391

[음주경험=없음] 1 　 　 　
[약물경험=있음] 1.924 1.328 2.787 .001

[약물경험=없음] 1 　 　 　
[금연교육=유] .905 .758 1.081 .273

[금연교육=무] 1 　 　 　
(음영으로 표기한 것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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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담배 흡연 빈도에 비해 복합 흡연 빈도가

주당 간접흡연이 높을수록 약 1.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행복도가 높

을수록 복합 흡연 빈도가 약 1.12배 증가하며,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복

합 흡연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용돈이 많을수록 복합흡연 빈도가

1.05배 높아지며,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복합 흡연 빈도가 약1.07배 높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건강인지도)가 높을수록 복합 흡연 빈도가 낮으며, 거주지

역이 대도시로 갈수록 복합 흡연 빈도가 약 1.18배 증가한다. 격렬한 신체활

동 횟수가 많을수록 복합 흡연 빈도가 높아지며, 중등도의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복합 흡연 빈도가 높아지며, 근육강화운동이 많을수록 복합 흡연

빈도 높아지며,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복합 흡연 빈도가 1.17배 증가하며, 어

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약 0.89배 복합 흡연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복합 흡연 빈도가 약2.37배 높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일반계 고등학교는 약1.28배 높아지고 특수계 고등학교

는 1.40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원인이 학교 외적인 원인 즉

부모님, 가정형편, 건강, 외모 등일 때보다 학교와 관련된 선생님, 교우관계,

성적 등이 스트레스 원인일 때 복합 흡연 빈도가 약0.88배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두 분이 다 계실 때 보다 편부모 슬하에서 복합 흡연 빈도

가 높아지며, 우울감이 없을 때 보다 있을 때가 복합 흡연 빈도가 약0.95배

낮아지며, 약물경험이 없을 때 보다 있을 경우 복합 흡연 빈도가 약 2.10배

증가하며, 금연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있을 경우 복합 흡연 빈도가 약

1.12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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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흡연종류에 따른 다항로지스틱 (복합흡연)

흡연종류

(일반담배기준)
Odds

95% CI
p

Lower Upper

복

합

흡

연

절편 　 　 　 .000

간접흡연 1.070 1.049 1.091 .000

행복도 1.009 .945 1.077 .794

스트레스정도 .971 .904 1.043 .419

용돈 1.050 1.035 1.065 .000

경제상태 1.071 1.009 1.136 .024

건강인지도 .998 .933 1.068 .959

거주지역(대도시) 1.180 1.084 1.285 .000

격렬한 신체활동횟수 1.030 .984 1.078 .212

중등도 신체활동횟수 1.018 .973 1.065 .448

근육강화운동 1.035 .998 1.072 .064

학업성적 .893 .850 .937 .000

어머니학력 1.027 .932 1.132 .587

[성별=남] 2.367 2.047 2.738 .000

[성별=여] 1 　 　 　
[학교급=일반고교] 1.278 1.116 1.463 .000

[학교급=특수고교] 1.396 1.200 1.623 .000

[학교급=중학교] 1 　 　 　
[스트레스원=학교내] .881 .788 .985 .026

[스트레스원=학교외] 1 　 　 　
[부모=편부모] .947 .730 1.228 .680

[부모=양부모] 1 　 　 　
[우울감=있음] 1.184 1.051 1.333 .005

[우울감=없음] 1 　 　 　
[음주경험=있음] 1.237 1.102 1.389 .000

[음주경험=없음] 1 　 　 　
[약물경험=있음] 2.103 1.635 2.704 .000

[약물경험=없음] 1 　 　 　
[금연교육=유] 1.120 1.003 1.250 .044

[금연교육=무] 1 　 　 　
(음영으로 표기한 것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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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요인＼흡연형태
일반담배(선행연구에서 

비흡연자 기준)
전자담배(본 연구의 
일반담배흡연자기준)

성별(남자) + +

학급(중학교, 고등학교)↑ + -
*

학교만족도↑(학교내적 
원인이 스트레스 )

- -

부모흡연(간접노출↑) + +*

편부모 + +

자아존중감↑(행복도↑) - +*

스트레스↑ + -

우울감↑ + -

음주경험 + -

약물경험 + +*

용돈↑ + +

가정경제상태↑ + +

건강관심↑ - +*

거주지역(시골) + -*

신체활동↑ - +

금연교육유무 + -

학교성적↑ - +*

어머니 교육정도↑ - +*

기존의 참고문헌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8.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흡연요인 비교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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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 데이터로 사용한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는 2차 자료라

는 점과 온라인조사라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서

설문된 항목들 중에서 이 연구에 중요한 변수라고 여겨지는 ‘친한 친구의

흡연’ 과 ‘부모의 흡연’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의 목적

에 맞게 변수의 항목을 생성할 수 없다는 2차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해, ‘부모의 흡연 변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간접흡연노

출 횟수’를 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와 같은

온라인 조사는 면접원이 없이 진행되는 자기기입 방식을 택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의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어 자료에 대한 낮은 신뢰

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

사’는 표본학교의 각 학급마다 교육을 받은 조사지원 담당교사를 두어 학생

들을 지휘, 감독하게 하고 표본학급학생들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의 필요성이나 참여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게 하는 과정을 운영

을 함으로써 온라인조사라는 제한점은 최소화 될 수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선행 연구에서의 일반담배 흡연율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았지만, 이

연구의 다항로지스틱 분석의 결과 에서는 중학생의 전자담배의 흡연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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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와 홍지영의 연구에서 일반담배의 흡연율은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흡연율이 낮았고(김영희, 2008; 홍지영, 2005), 조준호의 연구에서는 만족도

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았고(조준호, 2012), 이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모흡연 변수에서는 일반담배 흡연율과 전자담배 흡연율 모두 높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부모흡연과 관련된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 내의 간접흡연으로 대치하였다. 편부모하에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담배

와 전자담배 두 변수에서 모두 흡연율이 높았다. 자아존중감 변수는 주관적

행복도로 측정하였으며 김영희 등의 연구에서 일반담배 흡연과 낮은 자아존

중감이 관련이 높았으나 이 연구의 전자담배 흡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일반담배 흡연율은 높았

지만, 이 연구에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전자담배 흡연율은 낮

았다. 음주경험은 일반담배흡연율에서 높았고, 전자담배 흡연율에서는 낮았

다. 약물경험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율에서 모두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일반담배 흡연행태 요인의 약물경험이 흡연율을 높이는 요인(김경희, 2004;

Kit S,2012; Erickson K,1998)이었고, 이는 본 연구의 대응분석에서 보여 지

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8]을 보면 전자담배 주위에는 ‘행복감이 매우 높

다‘는 항목이 있고, 일반담배 주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항목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용돈이 많을수록 전자담배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가정 경제 상

태가 높을수록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의 청소

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일반담배에 비교해 고가인

전자담배의 가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46 -

선행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일반담배의 흡연율은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전자담배의 흡연율은 높게 나왔다. 이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해가 적을 것이라

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선행연구에서는 시골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일

반담배 흡연율이 높았지만(Lutfiyya MN, 2008), 이 연구에서 시골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체활동 변수에서는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일반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들

이 적었고( Mattila VM, 2012),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전자담

배를 흡연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금연교육을 받은 학생 중 일반담배 흡연을 하는 학생은 많았고(강이주,

2005),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교성적 변수에서는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일반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들

이 적었으며, 전자담배의 흡연율은 증가되었다.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일반담

배의 흠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선행논문에서 많이 밝혀진 결과이다.(김경

희, 2004; 강이주, 2005; 장한식, 2005; 김현철, 2007; 김영희, 2008; 현정희,

2008; 홍남수, 2011; 곽연희, 2011)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일반담배의 흡연을 낮게 나왔고(김태숙,

2002), 전자담배의 흡연은 높게 나왔다.

성별, 학년과 흡연행태를 보면 전자담배는 남자, 중학교1,2학년과 여자, 중

학교1학년에서 많이 피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2학년 인 저학

년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다른 학년들과 비교 했을 때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인 중학교 1,2학

년들이 전자담배를 금연의 목적으로 사용 했다고 보기보다는, 호기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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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학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

는 전자담배 흡연은 전자담배를 호기심으로 피우다가 니코틴 중독이 되고,

일반담배까지 흡연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는 단면연구이므로 사건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다. 복합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일반담배를 먼저 흡연하기 시작했는지 혹

은 전자담배를 먼저 흡연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금연구역인 학교 내에서도 흡연을 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흡연을 하는 청

소년들의 특징을 보면 위험행동 즉, 음주, 약물, 성경험 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일반담배 흡연의 대표적인 요인들 주의 하나인 것으로

보아 복합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은 일반담배를 피우는 흡연가 상태에서 금연

구역인 학교 내에서도 흡연을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응분석의 결과로 볼 때 여러 변수들을 비교 해

본 결과 일반담배 흡연과 복합 흡연은 흡연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금연목적으로 사용된

다기 보다는 호기심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욕구를 채워줄 일반담배의 대체품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준호 연구에서 보면 2008년 전자담배

를 경험해 본 학생은 0.5%에 불과했다(조준호, 2011). 그러나 2011년도 ‘청

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는 전자담배 경험률이 9.4%로 18.8배가량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의 무분

별한 사용으로 청소년들에게 니코틴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전자담배를 시

작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일반담배 흡연가가 되는 것은 명백히 가능하다. 일

반담배를 피우는 흡연가의 특징에 비해,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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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흡연행태 요인에 관한 이 연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

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쓰일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향후 전자담배와 건강과의 관계

를 규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형태의 흡연으로

기인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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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서 청소년의 흡연행태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흡연율

을 줄이기 위해 금연교육과 정책에 재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

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요인들과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

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담배 흡연자

는 일반담배 흡연자에 비해 학년이 낮고, 주관적 행복도가 높고, 건강에 관

심이 높고, 학교성적이 높고, 어머니 교육정도가 높은 학생에서 많았다. 이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감이 높고,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들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율이 낮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저학년에서 비율이 높은 것을

보아 전자담배를 호기심으로 피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은 어머니 교육정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성적도 상위

권에 있는 학생들이었다.

복합담배 흡연의 경우는 일반담배 흡연의 특성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첫 흡연시도 나이‘가 매우 어렸으며, 성경험, 음주경험,

약물경험 등의 위험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복합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도 흡연을 하기위해서

전자담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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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 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담배와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담배로 접근하는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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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risk factors of electronic-cigarette

use and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Eun Young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 D)

Objectives : We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smoking among

adolescents and identified significant factors that may affect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Methods :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elf-reported data, the

2011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n=75,643) was

obtained.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 seven though twelve. Correspondence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patterns of cigarette smoking, e-cigarette uses and

dual uses.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for e-cigarette uses and dual uses making a

reference to cigarette smok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s



- 58 -

follow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factors(gender, schooling grades,

residential area, size of residential area), school environment factors(level

of school; middle school, public high school, private high school, school

type; boys schools, girls schools, coeducational schools, school

achievements) ,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perception of stress), family environment factors(family

structure, parental income, parental education level) , smoking

characteristic factors(age of first cigarette, passive smoking at home,

exposure to antismoking campaign, having antismoking education), risk

behavior factors(drinking alcohol, using drug, having sexual intercourse,

perception of safety), health concerns factors(muscle exercise, having soft

drinks, eating fast food, individual hygiene(hand washing practices before

meal and after using bathroom at school).

Results : The prevalence of cigarette smoking, e-cigarette use, and dual

users were 8.6%(6,484), 1.1%(809) and 3.3%(2,502), respectively.

According to correspondence analysis, the risk factors of cigarette

smoking and dual uses shows similar patterns in many aspects. Those

who higher schooling grade, lower school achievements, lower perception

of safety, more drinking alcohol and more having sexual intercourse are

more likely to be cigarette smokers and dual users (cigarette and

e-cigarette). Those who were boys, initiated cigarette smoking earlier

and higher exposed to passive smoking are more likely to be dual users.

Those who were in lower schooling grade and had higher school

achievements, subjective happiness and mother's education level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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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likely to be e-cigarette users.

Compared to the risk factors for cigarette smoking, the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to e-cigarette uses among adolescents were: lower

schooling grades (OR=.73, CI=.60-.89), higher health concerns (OR=1.13,

CI=1.02-1.27), higher school achievements (OR=1.17, CI=1.08-1.26), higher

subjective happiness (OR=1.12, CI=1.01-1.25) and higher mother's

education level (OR=1.30, CI=1.11-1.53).

Compared to the risk factors for cigarette smok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ual uses among adolescents were: more boys (OR=2.37,

CI=2.05-2.74), more residence in big city (OR=1.18, CI=1.08-1.29), lower

school achievements (OR=.89, CI=.85-.94), higher perception of depressive

symptom (OR=1.18, CI=1.05-1.33), higher alcohol drinking(OR=1.24,

CI=1.10-1.39), higher drug using(OR=2.10, CI=1.64-2.70)

Conclusions : We found that the students who are in lower schooling

grade, higher socioeconomic status, having higher health concerns and

lower risky behavior were more likely to use e-cigarett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probably young students who concern their health and do

not deviate from their normal roles are more likely to use e-cigarettes.

They may decide to use e-cigarettes for the novelty factor. Using

e-cigarettes, the students can experience symptoms of nicotine addiction.

This symptom can lead to accelerate the adolescents’prevalence of

cigarette smoking. Therefore, It’s essential to comprehend the risk

factors of adolescents’ e-cigarette use. We suggest that these findings

should be acknowledged when planning and implementing legisl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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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e-cigarette use prevention.

Key words :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dual uses, dual users,

cigarette smoking, adolescents‘ smo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