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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청소년의 흡연환경과 연시도경험의 련성

배경 목 : 오늘날 청소년들은 각종시험과 입시 스트 스, 가정환경, 래

와의 계 등으로 일탈 행 에 빠지게 되는데 표 인 것이 흡연이다. 청소

년의 흡연은 사회 비행행 로 간주되고 있으며, 니코틴 독으로 습 화

되면 쉽게 교정이 어렵다. 한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으로 발달단계에 있으

므로 독성이나 건강의 심각성이 더 커 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흡연을 이고 조기 연을 유도하여 효과 인 연 정책에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학생 72.060명

연시도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응답한 체 학생의 8.75%인 6,307명(남학생

4,859명, 여학생 1,448명)을 상으로 조사 상자의 흡연 환경 요인과 건강 행

요인(신체활동, 식습 ) 인구 사회학 , 정신건강, 물질사용 경험, 주

건강에 한 주요 변수의 특성과 련성을 악하기 하여 SAS 9.2 로그램

으로 Survey 로시 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X2-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결과 : 남학생 4,859명 연시도경험군은 71.3%(3,459명), 연시도

비경험군은 28.7%(1,400명)이었고, 여학생 1,448명 연시도경험군은 71.4%

(1,028명), 연시도비경험군은 28.6%(420명)이었다.

인구 사회학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 ,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 신체

활동 요인(걷기, 체 조 ), 식습 요인(과일, 고카페인, 패스트푸드), 정신

건강 요인(주 행복감, 수면시간, 슬픔․ 망감 경험), 물질사용 요인(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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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1일 흡연량이 1개비와 2～9개비일 때, 편의

이나 친구․선배, 주변(길거리)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담배구입 시도를 하지

않거나 쉬운 것보다 어려울 때, 간 흡연 노출이 주 1～4일인 경우, 연홍보

인지가 있거나 흡연 방 교육 자담배 경험이 있을 때, 체 조 을 한

노력을 하는 경우, 과일 섭취가 주 1회 이상 있을 때, 경제상태가 ‘상’ 보다 ‘ ,’

‘하’ 일 때 련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간 흡연 노출이 주 5～7일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고카페인 섭취, 주 행복감에서 불행한 경우, 수면시간이

충분할 때, 일주일 평균용돈이 12만 원 이상인 경우 연시도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남학생에서는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흡연

방 교육 경험, 자담배 경험, 학년, 체 조 , 과일섭취, 주 행복감,

슬픔· 망감 경험,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이 연시도경험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었고, 여학생에서는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자담배 경험, 고카페인 섭취가 통계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결론 : 이 연구는 연시도 련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구매 용이성

이나 담배 구매 방법, 자담배 경험, 체 조 , 주 행복감 등을 연구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국의 , 고등학생을 상으로 표본

추출한 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 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흡연청소년의 연성공을 하여 연시도 련 요인으로 제시된 요인

뿐만 아니라 효과 인 연시도 정책을 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과 연시도

성공 련 요인 규명을 한 추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고, 다차원 인 근을

한 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인 방안이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청소년, 흡연, 흡연 환경, 연시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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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로 많은 변화를 경험

하는 시기이며 신체 , 심리 , 사회 , 지 , 정서 으로 성장하는 요한 시기

이다.

청소년기의 발달은 개인의 가치 이나 인성 형성뿐만 아니라 개인 인 특성과

가족, 문화 그리고 사회 환경 등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생활에 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하여 가족이나 친구, 매스컴 지역사회의 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기 주변 환경의 정 인 향은 바람직한 가치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부정 인 향은 불합리한 여러 유혹에 빠져들거나 일탈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오늘날 청소년들은 각종 시험과 입시

스트 스로 심한 정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여 불합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표 인

것이 흡연이다.

담배에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발암 발암 의심물질 60여종이 함유

(김 환, 2014)되어 있어 각종 질병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수

십 년 동안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이환을 비롯하여 심 질환 호흡기

질환의 가장 요한 험요인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2001).

미국 암학회와 세계 폐 재단이 공동 술한 ‘타바코 아틀라스’(The Tobacco

Atlas)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으로 담배로 인한 사망은 남성이 16%, 여성이

7%이었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남성 폐암 사망의 80%, 여성 폐암 사망의 50%

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며, 2010∼2050년 사이에 약 4천만 명의 결핵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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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흡연자가 사망할 것으로 측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30세 이상 성인

사망자 21%가 흡연과 련이 있었고, 담배로 인한 사망은 남성이 26%,

여성이 15%이었다(세계보건기구, 2012).

흡연의 피해는 개인을 조기 사망하게 한다는 과 흡연 련 질환으로 인한

경제 손실 의료비용을 상승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질병통제

방센터, 2002).

2005∼2009년 기간 매년 35세 이상 미국인 48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폐암 사망의 87%, 모든 폐 질환 사망의 61%, 상

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32% 이상이 흡연과 간 흡연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 18세 미만의 560만 미국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인해 성인기에 조기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생산성 손실액이 연간 1,500억 달러를 과하 으며 간 흡연에 의한

조기사망으로 인해 생산성 손실액이 연간 56억 달러, 흡연으로 기인한 성인의

직 인 의료비 지출은 연간 1,3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질병통제 방센터, 2014).

2012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43.7%로, 2008년 이후 정체상태를 유지하던 남성 흡연율이 감소 경향을 보

으며, 1998년 이후 22.6% 감소한 결과를 보 지만 성인 여성 흡연율은 7.9%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 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재 우리나라 1에서 고3 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 14.0%, 여학생 4.0%로 2013년 14.4%에 비해 남학생은 0.4%,

여학생은 4.6%에서 0.6% 감소하 다.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2013년 13.5세에서

2014년 13.7세로 증가하 지만 2005년 14.1세로 조사된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 흡연율이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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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체 남성 평균 흡연율과 비슷하며 미국 청소년 흡연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 따르면 흡연자의 90%가 18세 이 에, 그 25%는 10세 이 에 흡연을 시작

한다고 한다.

흡연을 일찍 시작하게 되면 정기 인 흡연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며

규칙 인 흡연량을 가진 청소년의 부분이 정기 인 흡연자로 발 한다고 하

다(이상연 등, 2000). 미국 공 생부 ‘서 제 럴’ (Surgeon General) 보고

서에 의하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사망

할 확률이 5.2배인데 비하여 15세 이 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사망률이 18.7배

라고 하 다(US DHHS, 1989; 송미라, 김순례, 2002; 임은선, 류장학, 2006).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 세포 조직들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며

정신 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담배의 발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독성

과 건강의 심각성이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흡연 시작연령이 빠를수록 유 자 손상이 우려되는데 이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에서 DNA 손상의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이 되었을 때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연 길라잡이, 2002; 김인규, 2014).

흡연 시작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독성으로 인해 연이 어렵고 습 화되면

교정이 어렵다(임은선, 류장학, 2006). 한 갈수록 자극 인 약물을 찾는 경향이

있어 술, 환각제, 마약 등으로 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황혜숙, 2000). 이처럼

흡연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번 시작된 흡연은

단하기가 무척 어려워 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 흡연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Fergusson & Horwood, 1995)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연을 유도하는

일은 신체 ‧ 정신 건강을 해서 효과 이다.

부분의 성인과 청소년 흡연자들은 연을 원하며 많은 성인 흡연자들이

어도 한 번 이상은 연을 시도하 고(김인규, 2014), 국민건강 양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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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2012년 재 흡연자의 55.3%가 연을 시도한 이 있었다. Zhy et al.

(1994)는 4년 동안 청소년들을 추 조사한 연구에서 85%의 청소년들이 연에

해 신 하게 고려하고 있고, 55%가 연을 시도하 다고 하 다. 하지만

1개월 이상 연에 성공한 경우는 15.6%이고 연을 시도하는 흡연자

다수는 수일 내에 재발하며, 결국 1년 이상 연에 성공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 다(임은선, 2007).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연을 시도 하는데

이러한 연 행 는 참기 힘든 단증상이 있으며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흡연자에게 연 행 는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문순 , 1994).

Tucker et al.(2005) 연구에서 23～39세 성인들은 사회 변화와 개인 내

인구학 요인 그리고 건강상태 인지가 연시도와 련이 있다고 하 다.

청소년의 흡연 연은 인구학 요인, 사회 경제 상태, 가족 련 요인,

자기 효능감, 학교 련 요인, 흡연 혹은 연에 한 지식 등 다양한 환경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정희, 2009). 한 청소년

들은 성인 흡연자들에게서 조사된 연 행 의 일반 요인들과 다르게 받아

들여지는데, Ana et al.(2009) 연구에서 성인들은 내 요인 를 들어 즉각 인

건강 험, 습 독 등이 친구와 가족의 향 등의 외 요인보다 연

시도에 요하게 작용하지만, 청소년들은 사회 친구의 향과 가까운

요한 사람의 의지 등 외 요인에 더 많은 향을 받는다고 하 다(Ana et

al., 2009). 그러므로 청소년의 연 행동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해

서는 그들의 발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토 로 흡연 학생

들의 성공 인 연을 한 다방면의 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험 행동은 결국 성인기의 질병, 사망, 사회 문제를 래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며 이는 의학 으로나 사회 으로 건강에 험이 되는 행동

이다(지 주 등, 2014). 이 듯 평생의 건강을 하여 청소년기에 건강한 습 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흡연행 가 고착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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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 연시도를 높이는 략 연시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규명이 필요하다.

Prochaska et al.(1992)의 변화 단계 모형(stages of change model)에 따르면

흡연자가 연하기까지 연계획 없음, 연계획 즉 연 의도 형성, 연시도

비, 연시도, 연유지 단계의 행동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연시도의 경험은

행동 변화 측면에서 연을 한 정 인 행동변화로 볼 수 있다.

이 의 연시도경험과 련된 연구에서는 과거 연시도경험이나 연의도

변수가 많았고 흡연량이나, 우울감, 신체활동 련 변수들도 있었지만(Fagan

et al., 2007; Ana et al., 2009), 담배 구매 용이성이나 담배 구매 방법, 자

담배 경험, 간 흡연 노출 정도, 체 조 , 주 행복감 등과의 련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시도경험과 련된 요인을 우리나라

국의 , 고등학생을 상으로 표본 추출한 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흡연청소년들의 연을 한 연시도경험 련 요인을 흡연 환경 요인과

건강 행 요인(신체활동, 식습 ) 그리고 인구 사회학 요인, 정신건강 요인,

물질사용 경험과 주 건강요인으로 분석하여 흡연청소년들의 효과 인

연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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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흡연청소년을 상으로 청소년 연시도경험 련 요인을 확인

하여 흡연청소년의 조기 연에 기여하기 함이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 흡연하는 청소년의 건강 행 요인(신체활동, 식습 ), 인구 사회학

요인, 정신건강 요인, 물질사용 경험 주 건강 요인 특성과 연시도

경험과의 계를 알아본다.

2) 흡연하는 청소년의 흡연 환경 요인 특성과 연시도경험과의 계를

알아본다.

3) 흡연 청소년의 연시도경험 련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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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청소년 흡연의 특징

부분의 성인흡연자는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한다. 남성 흡연자의

50%는 19세 이하에서, 93.1%는 25세 이하인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숙자, 정 호, 2013).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수

(88%)는 18세 이 에 흡연을 시작하고, 거의 모든 최 흡연은 26세 이 에

이루어진다고 하 다.

2014년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별 15세 이상 성인들의 매일 흡연자 비율(%)을 보면

한국은 21.6%으로 OECD 평균 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남학생 7명 1명, 특히 고 3

남학생의 25% 즉 4명 1명이 흡연을 할 정도로 흡연율이 높았다. 매일 흡연하는

남학생은 7.5%(13년 7.4%), 여학생은 1.8%(13년 1.9%)이었고, 하루 10개비

이상 피우는 경우는 남학생 3%, 여학생 1%이었다. 담배를 피우는 원인은

호기심(54.4%)이 가장 많았고, 친구의 권유(25.3%), 스트 스 해소(7.7%), 선배,

형(오빠), 나(언니)의 권유(6.3%) 순이었다.

청소년 흡연의 사회ㆍ심리 요인 연구(김수진, 2000)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습 이 흡연충동단계, 첫 흡연경험단계, 재 흡연경험단계, 흡연습 단계를

거쳐 흡연 행동이 형성된다고 하 다.

흡연충동단계는 호기심, 도 심, 반항심, 동조성 스트 스 등의 요인들이

흡연충동을 자극하게 된다. 첫 흡연경험단계는 흡연충동이 반복 , 지속 으로

나타나 첫 흡연을 경험하는 단계로서 흡연행 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 8 -

어른들의 권 를 무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 재 흡연경험단계는 친구

스트 스의 향을 많이 받게 되며 반복 으로 흡연하게 되어 그 양이 많아

진다. 흡연습 단계가 되면 니코틴 독으로 집 이 되지 않으며 여러가지

신체 증상이 생겨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러므로 한 번 흡연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담배가 특별히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 으로 흡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오익수 등, 1993;

정희, 2009).

흡연을 계속하는 이유는 니코틴에 의한 약리 , 생리 작용뿐만 아니라

심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은

생리 욕구보다는 심리 작용이 더 크다고 한다(황익근, 1987).

청소년 흡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흡연 혹은 음주, 자녀

흡연용인, 화 부족 등의 가족 련 요인(Kam et al., 2000; Lee & Lee,

2000; Kim et al., 2006), 친구의 권유, 래에 한 소속감 형성 등 래 련

요인, 그리고 학업 스트 스, 입시 압박감, 과도한 경쟁 규제, 교사와의 계

등의 학교 련 요인(Lee & Lee, 2000; Kim et al., 2006), 주거환경, 주거지역

등의 환경 요인(Kam et al., 2000; Park, 2005), 호기심, 격한 신체 발달과

자아정체성 심리 성숙기의 혼란 등 심리 ‧ 생물학 요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흡연 측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주 의 흡연친구, 가정환경, 성별 요인, 동조ㆍ모방심리, 우울, 스트 스, 정서

불안 등 심리 환경 요인인데 이는 단순히 개인 특성으로 인한 일탈행동이

아닌 가정, 래, 사회, 제도 환경 등 상호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김지경, 김균희, 2013).

청소년들의 흡연에 한 지식은 해마다 꾸 히 증가해서 90% 이상의 학생이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경향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한국 연운동 의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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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는 자아의식이 확립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이 쉬운

흡연은 신체 뿐만 아니라 심리 그리고 사회 인 측면에서 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한 흡연은 음주나 다른 약물을 남용하게 하는 시작 의

역할을 하며 가출 등 험한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래 집단과의

결속력을 한 수단이 되면서 비행 행동으로 발 하는 문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상 등, 1999).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들의 흡연과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성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으로

청소년의 성격을 정 이고 극 으로 만들기보다는 반항 이고 냉소 으로

조장하는 등 부정 인 향을 끼질 수 있다(이선 , 2000; 장환식, 2005).

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기의

흡연보다 더 험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세포, 조직 장기는 성숙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독성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하게 되면 손상의 정도가 더욱 커진다(손석 , 2001).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0세 이후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7배나 높았다(신승철, 2003).

한 청소년 시기부터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 기간도 길어지고 흡연량도 더

많아지며 성인기에 니코틴 독, 심 계 질환, 뇌 질환, 폐암 등 각종 질환

조기 사망의 가능성을 높이고(이은하 등, 2010; Hahn et al., 2002; US

DHHS, 2012; 임용택, 2013), 콜 스테롤, 성지방, 체질량 지수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변 순 등, 2007).

청소년의 조기흡연은 흡연과 련된 질병들을 조기에 발생시킴으로써 사회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하며 이는 국가의 발 과 경제에 악 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나승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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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 고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 흡연에 하여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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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연시도경험 련 요인

2013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남성 흡연자의 56.5% 약 2명 1명은

최근 1년 동안 연을 시도한 이 있고, 19.3%(5명 1명)는 1개월 내 연

할 계획이 있다고 하 다.

2011년 성인 흡연 실태 조사에서 흡연자들이 연시도를 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에 한 염려’가 67.7%로 가장 많았고, 가족들의 건강을

해서 6.4%,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해 7.0%, 주변 사람의 권유

5.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이 연시도의 주된 이유 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의 71.3%(10명 7명)가 연을

시도하 으며, 흡연 학생들의 연시도 이유는 건강에 나쁜 향을 것

같아서(34.7%), 흡연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31.1%),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이

싫어해서(8.6%), 담뱃값이 무 비싸서(6.1%) 등의 순이었다.

Tucker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흡연 청소년의 76%가 연을 시도하 고,

26%가 최소 6개월 정도 연을 유지하 다. 한국 흡연 여성의 연의도 향

요인(박경연, 2014) 연구에서는 상자의 51.6%가 이 에 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고, 황혜숙(2000)의 청소년 흡연자의 연의도 측요인 연구에서는 흡연

청소년의 25%가 연 시도 경험이 있었고, 연 시도 횟수는 평균 4회, 선생님

으로부터 혹은 교내에서 연권고나 주의를 받은 경우가 63%이었다. An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흡연청소년의 63.5%가 지난 1년 동안 연시도경험이 있

었지만, 연에 성공한 경우는 10%에 불과 하 다. 하 선 등(2012)은 지난 1

년간 1회 이상 연을 시도한 경험이 79% 이상이고, 평균 연시도 횟수가

남자 15회, 여자 6회로 여러 번 연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시도가 성공

이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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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을 지속하는 행 는 어렵지만, 연시도를 하는 그 자체가 연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이 에 연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연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Zhu et al., 1999; 이여진 등, 2011;

손성재, 2014).

Lori et al.(2013) 연구에서는 흡연청소년 60%는 연시도경험이 없으며,

25%는 30일 이내 연시도경험이 있었고 14%는 30일 이상 연을 유지하 다.

연시도 요인에는 연 련 자원의 이용(약물 요법, 의사 조언, 지역사회 연

로그램 참여 등), 이 의 연시도경험, 연의도가 각각 1.86배, 1.46배, 3.94배

련성이 있었고, 높은 자기 효능감, 자원의 이용, 지지자원 그리고 낮은 독

수 이 연을 유지하는 것과 련성이 있었다.

Fagan et al.(2007) 연구에서는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하는 경우보다 하루

5개비 혹은 그 이하로 흡연하는 경우 연시도경험이 높았고,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흡연하는 경우 연시도경험이 낮았다. 1회 혹은 그 이상 연시도를

가진 흡연자들에게서 연의도가 있었고, 매일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별,

인종, 담배 종류가, 매일 흡연하는 경우에는 기상 후 첫 번째 흡연시간이 연

시도와 련이 있었다.

성인 남성의 연 비단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연정운 등, 2012)에서는

1개월 이내 연 의도가 있는 상자의 75.4%가 최근 1년 동안 연을 시도

하 다.

Ana et al.(2009) 연구에서는 13세 이후에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13세

이 에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 연시도가 높았다. 우울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우울 경험이 있는 경우, 스포츠 에 참여하는 경우,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

연시도가 높았고, 약물 사용, 성 험 행동, 성 상 자가 많은 경우 연

시도가 낮았다. 매일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연

시도와 유의한 련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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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연 시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련 요인은

이 의 연시도경험, 흡연량, 우울감 경험, 치과 진료, 신체활동(스포츠

참여 등) 이었다.

많은 청소년이 연하기를 원하지만 연동기가 낮고 래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에 성공하기가 힘들다(김성원, 2002; 정희, 2009). 그러므로

성공 인 연을 하여 청소년의 연시도 련 요인을 악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효과 인 연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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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흡연 환경 요인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구매

용이성,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흡연 방 교육 경험,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직원 흡연목격 여부,

자담배 경험

종속변수

연시도

경험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흡연 청소년들의 연시도경험 련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그림 1).

건강 행 요인
인구 사회학

요인
정신건강 요인

물질사용

경험요인

주

건강요인

∙신체활동 요인

신체활동 정도(격렬한

신체활동 20분 이상, 걷기

10분 이상), 체 조 노력

성별, 학년,

학교형태,

경제상태,

거주형태,

학업성 ,

일주일

평균용돈

주 행복감,

스트 스 인지,

슬픔· 망감

경험, 자살생각,

수면시간

음주경험,

약물경험

주

건강상태

∙식습 요인

아침 식사 횟수, 과일,

탄산음료, 고카페인음료,

단맛 나는음료수,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 채소 반찬, 우유

섭취 빈도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X2-test

혼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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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본 연구는 질병 리본부가 교육부의 조를 통해 실시한 2014년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을 근거로 시행하는 정부 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11758

호)로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체 조 , 정신건강, 손상

안 의식, 구강건강, 개인 생, 약물, 성 행태, 아토피･천식, 인터넷 독,

건강 형평성 등 15개 역, 총 103개 지표를 산출하 으며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청소년들의 건강행태 통계분석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014년 4월 기 국 ·고등

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 다. 국의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들을 상으로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

개교 74,167명을 상으로 조사하 고, 그 799개교 72,060명이 조사에 참여

하여 97.2% 참여율을 보 다.

표성 있는 표본을 하여 층화, 군집, 다단계 표본추출 등의 단계를 거친

복합표본 설계를 하 으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표

하도록 가 치를 부여하여 측정하 다. 가 치는 추출률, 응답률, 모집단의

인구구조를 반 하여 2014년 4월 기 국 ․고등학생 수와 같도록 계산하

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표집확률에 있어서 성별, 학교 별( 학교, 일반계교,

특성화계교), 학년별 표본추출에 의한 편차는 보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세 학교 보건 학원 윤리 원회 심의 후 심사 면제 정을

받았으며 분석 상자는 [그림2]와 같이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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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799개교 N=72,060

체 상자

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 N=74,167

미참여 1개교 N=2,179
제외

평생 흡연 경험 없는 경우

(비흡연자 N=58,093)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피운 경험 없는 경우

(과거흡연자 N=7,660)

제외

재 흡연자 N=6,307

제외 ‘ 연시도’ 응답 결측치 N=0

분석 상자 N=6,307

그림2. 연구 상자 선정 과정.

본 연구의 상자는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 74,167명을 상으로 미참여 1개교

2,179명을 제외한 799개교 72,060명의 응답자를 상으로 하 다. 그 평생

흡연 경험이 없는 비흡연자인 58,093명과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한 개비)

라도 피운 날이 없는 과거 흡연자인 7,660명을 제외하 다. 그 재 흡연자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자로 ‘ 연시도’

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6,307명을 최종 분석 상자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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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연시도경험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설문지의 문항에

자가 기재한 응답으로 분류하 다. 재 흡연자 ‘최근 12개월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음‘ 으로 답한 경우를 ’ 연

시도경험군‘, ’없음‘으로 답한 경우를 ’ 연시도비경험군‘으로 분류하 다.

재 흡연자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이 있는

경우로 하 고, 평생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는 비흡연자로,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이 없는 경우는 과거 흡연자로 상자에서

제외하 다.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흡연 환경 요인으로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담배 구매

용이성,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흡연 방 교육 경험,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 학교직원 흡연목격 여부, 자담배 경험으로 분류하 다.

흡연량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하루에 평균 몇 개비 피웠습니까? 질문에

1개비 미만, 1개비, 2～9개비, 10개비 이상으로 분류하 다.

담배 구매 방법은 최근 30일 동안, 본인이 피운 담배를 주로 어떻게 구했습

니까? 질문에 집‧친구집, 편의 ‧가게, 친구나 선배, 성인, 주변(길거리)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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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편의 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질문에 ‘구매 시도하지 않음’,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어려움’, ‘조 만 노력하면 살 수 있다’,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쉬움’으로 분류하 다.

연홍보 인지는 최근 12개월 동안, 연 련 홍보를 보거나 들은 이

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 다.

간 흡연 노출은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이 며칠입니까? 질문에 없음,

1～4일, 5～7일 세 집단으로 분류하 다.

흡연 방 교육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흡연 방 연교육을

받은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 다.

친한 친구 흡연 여부는 친한 친구 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 다.

교사 학교직원 흡연목격 여부는 최근 30일 동안, 학교 내 건물 밖에서

교사 학교직원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본 이 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

으로 분류하 다.

자담배 경험은 지 까지 자담배를 피워본 이 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 다.

다. 혼란변수

1) 건강 행 요인

∙신체활동 요인

신체활동 정도는 격렬한 신체활동과 걷기로 나 었고, 격렬한 신체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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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한 날은 며칠입니까? 질문에 0일, 1～4일, 5일 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하 다.

걷기는 최근 7일 동안, 한 번에 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질문에 0일, 1～4일, 5～7일 세 집단으로 분류하 다.

체 조 노력은 최근 30일 동안, 체 을 조 하기 해 노력한 이 있습

니까? 질문에 ‘노력함’, ‘노력안함’으로 분류하 다.

∙ 식습 요인

아침식사횟수는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우유나 주스만 먹은 것은 제외)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질문에 0일, 1～4일, 5～7일 세 집단으로 분류하 다.

과일 섭취 빈도는 최근 7일 동안 과일(과일주스 제외)을 얼마나 자주 먹었

습니까? 질문에 최근 0회, 1∼4회, 5회 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 하 다.

탄산 음료 섭취 빈도와 고카페인(핫식스, 드불, 박카스 등)섭취 빈도, 단맛

나는 음료수 섭취 빈도, 패스트푸트 섭취 빈도 라면 섭취 빈도와 과자 섭취

빈도, 채소 반찬(김치 제외) 섭취 빈도, 우유 섭취 빈도 한 최근 7일 동안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질문에 최근 0회, 1∼4회, 5회 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

하 다.

2) 인구 사회학 요인

성별은 남, 여로, 학년은 , 고등학교로 분류하 고, 학교형태는 일반계고,

학교, 특성화고로 분류하 다.

경제 상태는 상(상, 상), , 하( 하, 하)로 분류하 다.

거주형태는 가족, 친척집, 하숙‧자취‧기숙사, 보육시설로 분류하 다.

학업성 은 상(상, 상), , 하( 하, 하)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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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용돈은 0원부터 150,000원 이상까지 만원 단 로 조사된 자료를

5그룹으로 분류하 다.

3) 정신건강 요인

주 행복감은 평상시에 행복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매우 행복’, ‘약간

행복’은 ‘행복’으로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보통’으로 ‘약간 불행’, ‘매우 불행’

이라고 답한 경우는 ‘불행’으로 분류하 다.

스트 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질문에 ‘ 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 느낀다’는 스트 스가 ‘많다’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 ‘ 느끼지 않는다’는 ‘없다’로 분류하 다.

슬픔․ 망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의

슬 거나 망감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 다.

자살 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 다.

수면시간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냐는 질문에

‘매우 충분’, ‘충분’은 ‘충분’으로 ‘그 그 다’, ‘충분하지 않다‘, ’ 충분하지

않다’는 ‘불충분’으로 분류하 다.

4) 물질사용 경험요인

음주 경험은 지 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이 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약물 경험은 지 까지 습 으로, 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

가스, 본드 등을 마신 이 있습니까?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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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건강요인

주 건강상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에

‘매우 건강한 편’, ‘건강한 편’을 ‘건강’, ‘보통’을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을 ‘건강하지 않음’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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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AS 9.2 로그램을 활용하 으며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의 복합표본설계로 이를 고려한 Survey 로시 (Proc

Surveyfreq, Proc Surveylogistic)를 사용하 고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 치

변수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흡연 환경과 건강 행 요인(신체활동, 식습 ) 그리고

인구 사회학 요인, 정신건강 요인, 물질사용 경험 주 건강 요인에

한 주요 변수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 다.

둘째, 주요 변수인 흡연 환경과 건강 행 요인(신체활동, 식습 ) 그리고

인구 사회학 요인, 정신건강 요인, 물질사용 경험 주 건강이 연

시도경험과 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X2-test를 시행하 다.

셋째,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고,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과 P-값을 이용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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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학생 72,060명에서 남학생

36,470명, 여학생 35,590명 재 흡연자로서 연시도 질문에 ‘있음’, ‘없음’

으로 응답한 체 학생의 8.75%인 6,307명을 분석하 다. 연시도경험군과

연시도비경험군의 평균 연령은 17.4세로 남학생 36,470명 재 흡연자는

14.0%(4,859명)이었고, 여학생 35,590명 재 흡연자는 4.0%(1,448명)이었다

(그림 3).

그림 3. 성별에 따른 재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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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4,859명 연시도경험군은 71.3%(3,459명), 연시도비경험군은

28.7%(1,400명)이었고, 여학생 1,448명 연시도경험군은 71.4%(1,028명),

연시도비경험군은 28.6%(420명)이었다(그림 4).

그림 4. 성별에 따른 연시도경험율.

학년별 분포에서 남학생은 학교가 23.4%(1,206명) 고등학교가 76.6%(3,653명)

이었고, 여학생은 학교가 28.0%(407명), 고등학교가 72.0%(1,041명)로 남, 여

모두 고등학교의 분포가 많았다.

학교 형태는 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일반계고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

에서 52.1%, 여학생에서 43.3%이었다. 경제상태는 남, 여학생 모두 ‘ ’인 경우가 각

각 44.0%(2,147명), 42.6%(639명)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거주 형태에서는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가 남, 여 모두 90%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학업성 은 남학생 ‘상’ 인 경우 23.1%(1,114명), ‘ ’ 인 경우 22.8%(1,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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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인 경우 54.1%(2,624명)이었고, 여학생 ‘상’ 인 경우 21.0%(302명), ‘ ’ 인

경우 20.6%(287명), ‘하’ 인 경우 58.4%(859명)로 ‘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남, 여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주일 평균용돈은 0∼3만원 미만이 각각 남학생 51.0%(2,521명), 여학생

48.4% (7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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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 사회학 요인 특성과 연시도경험

특성 변수 구분 남자 여자

연시도경험 연시도경험

없음 있음 P value 없음 있음 P value

N=4,859 N=1,400 N=3,459 N=1,448 N=420 N=1,028

N(100%) N(28.7%) N(71.3%) N(100%) N(28.6%) N(71.4%)

인구 학년 학교 1,206(23.4) 332(26.7) 874(73.3) 0.1164 407(28.0) 121(28.5) 286(71.5) 0.9580

사회 고등학교 3,653(76.6) 1,068(29.3) 2,585(70.7) 1,041(72.0) 299(28.6) 742(71.4)

학

요인 학교 학교 1,206(23.4) 332(26.7) 874(73.3) 0.1489 407(28.0) 121(28.5) 286(71.5) 0.5569

형태 일반계고 2,597(52.1) 767(29.9) 1,830(70.1) 617(43.3) 175(27.3) 442(72.7)

특성화고 1,056(24.5) 301(27.9) 755(72.1) 424(28.7) 124(30.6) 300(69.4)

경제 상 1,437(29.7) 465(32.8) 971(67.2) 0.0005*** 338(23.9) 109(31.7) 229(68.3) 0.3804

상태 2,147(44.0) 578(26.6) 1,569(73.4) 639(42.6) 174(27.3) 465(72.7)

하 1,275(26.3) 357(27.6) 918(72.4) 471(33.5) 137(28.0) 3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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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인구 거주 가족 4,505(93.1) 1,287(28.5) 3,218(71.5) 0.0232* 1,318(91.5) 376(28.0) 942(72.0) 0.1217

사회 형태 친척집 104(2.1) 27(21.8) 77(78.2) 44(2.7) 18(43.6) 26(56.4)

학
하숙, 자취,

기숙사
176(3.4) 55(33.1) 121(66.9) 45(3.0) 12(24.7) 33(75.3)

요인 보육시설 74(1.4) 31(42.4) 43(57.6) 41(2.8) 14(36.4) 27(63.6)

학업 상 1,114(23.1) 352(31.5) 762(68.5) 0.0859 302(21.0) 96(33.6) 206(66.4) 0.0939

성 1,121(22.8) 325(28.2) 796(71.8) 287(20.6) 76(25.2) 211(74.8)

하 2,624(54.1) 723(27.7) 1,901(72.3) 859(58.4) 248(28.0) 611(72.0)

일주일 0～3만원 미만 2,521(51.0) 713(28.4) 1,808(71.6) 0.0006*** 711(48.4) 210(28.4) 501(71.6) 0.4354

평균
3 만 원 이상

～6만원 미만
1,399(29.3) 374(26.3) 1,025(73.7) 438(30.9) 118(26.1) 320(73.9)

용돈
6 만 원 이상

～9만원 미만
348(7.1) 105(30.1) 243(69.9) 127(8.7) 39(31.8) 88(68.2)

9 만 원 이상

～12만원 미만
235(5.1) 72(28.7) 163(71.3) 58(3.6) 16(32.3) 42(67.7)

12 만 원 이상 356(7.5) 136(38.5) 220(61.5) 114(8.4) 37(34.4) 77(65.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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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건강상태 특성과 연시도경험에서는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20분 이상)에 한 응답은 남학생, 여학생 그룹에서 주 1∼4일이

가장 많았다.

10분 이상 걷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주 5∼7일이 가장 많았고, 격렬한

신체활동과 걷기 모두 남학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체 조 노력은 연시도경험 유무에 따라 ‘노력함’은 남학생인 경우 46.9%

(2,278명), 여학생인 경우 62.2%(903명)이었고, 남학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 행복감을 묻는 문항에 남학생 56.7%(2,755명)가 ‘행복’하다고 응답

하 고,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30.9%(1,499명), ‘불행’이라고 답한 경우가

12.4%(605명)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여학생은 39.8%(580명)가 ‘행복’하다,

38.4%(549명)가 ‘보통’이다, 21.8%(319명)가 ‘불행’하다고 응답하여 남, 여별로

차이를 보 다.

스트 스 인지는 남학생인 경우 응답 학생의 81.3%(3,942명)가 여학생인 경우

90.9%(1,319명)가 스트 스가 많다고 하 다.

수면시간에서는 남학생 80.3%(3,894명), 여학생 88.2%(1,288명)가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 다.

슬픔․ 망감 경험은 남학생인 경우 응답 학생의 64.5%(3,137명)가, 여학생인

경우 42.1%(616명)가 ‘없음’이라고 하 고, 남학생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살 생각은 남학생 18.0%(887명)가 여학생은 36.6%(518명)가 ‘있음’이라고

답했다.

평생 음주 경험에서 남학생 90.2%(4,354명), 여학생 93.1%(1,353명)가 ‘있음’

으로 답하 고 남학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약물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남학생의 4.5%(228명), 여학생의 8.4%(118명)가



- 29 -

‘있음’이라고 하 다.

주 건강인식을 묻는 문항에 남학생의 71.8%(3,494명)가 ‘건강’, 20.2%

(990명)이 ‘보통’, 8.0%(375명)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 고, 여학생의 50.8%

(724명)이 ‘건강’, 35.2%(521명)가 ‘보통’, 14.0%(203명)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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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건강상태 특성과 연시도경험

특성 변수 구분 남자 여자

연시도경험 연시도경험

없음 있음 P value 없음 있음 P value

N=4,859 N=1,400 N=3,459 N=1,448 N=420 N=1,028

N(100%) N(28.7%) N(71.3%) N(100%) N(28.6%) N(71.4%)

신체 격렬한 0일 623(12.9) 201(32.7) 422(67.3) 0.0349* 508(34.4) 145(27.5) 363(72.5) 0.8165

활동 신체활동† 1～4일 3,137(64.8) 903(28.5) 2,234(71.5) 769(53.2) 230(29.0) 539(71.0)

요인 (20분이상) 5일 이상 1,099(22.3) 296(26.7) 803(73.3) 171(12.4) 45(30.1) 126(69.9)

걷기 0일 235(4.4) 85(36.3) 150(63.7) 0.0057** 98(6.7) 39(38.6) 59(61.4) 0.1053

(10 분 이상) 1～4일 925(18.2) 299(30.8) 626(69.2) 336(23.2) 91(26.5) 245(73.5)

5～7일 3,699(77.4) 1,016(27.7) 2,683(72.3) 1,014(70.1) 290(28.4) 724(71.6)

체 노력안함 2,581(53.1) 785(30.3) 1,796(69.7) 0.0172* 545(37.8) 164(30.0) 381(70.0) 0.4191

조 노력함 2,278(46.9) 615(26.8) 1,663(73.2) 903(62.2) 256(27.7) 647(72.3)

정신 주 행복 2,755(56.7) 783(28.3) 1,972(71.7) 0.0022** 580(39.8) 163(27.5) 417(72.5) 0.7090

건강 행복감 보통 1,499(30.9) 411(26.9) 1,088(73.1) 549(38.4) 163(29.7) 386(70.3)

요인 불행 605(12.4) 206(34.6) 399(65.4) 319(21.8) 94(28.8) 225(71.2)

스트 스 없다 917(18.7) 289(31.1) 628(68.9) 0.0799 129(9.2) 38(30.1) 91(69.9) 0.7255

인지 많다 3,942(81.3) 1,111(28.1) 2,831(71.9) 1,319(90.8) 382(28.5) 93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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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정신 수면 불충분 3,894(80.3) 1,098(28.0) 2,796(72.0) 0.0659 1,288(88.2) 365(27.9) 923(72.1) 0.1654

건강 시간 충분 965(19.7) 302(31.3) 663(68.7) 160(11.8) 55(33.6) 105(66.4)

요인

슬픔 없음 3,137(64.5) 942(30.2) 2,195(69.8) 0.0019** 616(42.1) 178(27.9) 438(72.1) 0.6378

망감

경험
있음 1,722(35.5) 458(25.9) 1,264(74.1) 832(57.9) 242(29.1) 590(70.9)

자살 없음 3,972(82.0) 1,144(28.7) 2,828(71.3) 0.9740 930(63.4) 267(28.1) 663(71.9) 0.6179

생각 있음 887(18.0) 256(28.6) 631(71.4) 518(36.6) 153(29.4) 365(70.6)

물질

사용

음주

경험
없음 505(9.8) 175(34.9) 330(65.1) 0.0031** 95(6.9) 35(37.8) 60(62.2) 0.0672

경험

요인
있음 4,354(90.2) 1,225(28.0) 3,129(72.0) 1,353(93.1) 385(27.9) 968(72.1)

약물 없음 4,631(95.5) 1,319(28.4) 3,312(71.6) 0.0624 1,330(91.6) 382(28.2) 948(71.8) 0.2906

경험 있음 228(4.5) 81(34.5) 147(65.5) 118(8.4) 38(32.8) 80(67.2)

주 주 건강 3,494(71.8) 1,000(28.4) 2,494(71.6) 0.5831 724(50.8) 220(30.4) 504(69.6) 0.3799

건강 건강 보통 990(20.2) 281(28.7) 709(71.3) 521(35.2) 148(27.0) 373(73.0)

요인 상태
건강하지
않음

375(8.0) 119(31.0) 256(69.0) 203(14.0) 52(26.1) 151(73.9)

*P<0.05, **P<0.01, ***P<0.001

†격렬한 신체활동 : 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 거 타기, 빠른 수 ,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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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환경 요인 특성과 연시도경험에 따르면 1일 흡연량에 한 응답은

2～9개비가 남학생 55.8%(2,693명), 여학생 51.3%(749명)로 가장 많았다.

담배 구매 방법은 편의 이 가장 많았고, 친구․선배, 집․친구집, 주변

(길거리), 성인 순이었다.

담배 구매 용이성에 한 응답에서 남학생은 ‘구매 어려움’이 18.4%(882명),

‘구매 쉬움’이 55.8%(2,698명)이었고, 여학생은 ‘구매 어려움’이 18.0%(261명), ‘구매

쉬움’이 55.0%(792명)이었다.

연 홍보 인지 문항에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남학생은 연시도경험군이

74.0%(2,522명), 연시도비경험군이 26.0%(895명)로 연시도경험군이 높았고,

여학생도 연시도경험군이 74.0%(748명)로 연시도 비경험군 26.0%(273명)에

비해 높았다.

간 흡연의 노출은 ‘없음’이 남학생 56.0%(2,697명), 여학생 43.0%(631명),

주 1∼4일이 남학생 25.0%(1,230명), 여학생 29.9%(424명)이었고, 주 5∼7일이

남, 여 각각 19.0%, 18.0%이었다.

친한 친구 흡연 여부와 교사 학교직원 흡연 목격 여부 문항에서 남, 여

학생 모두 ‘있음’이 많았다.

흡연 방 교육 경험은 남학생인 경우 연시도경험군이 78.6%(2,254명),

연시도비경험군이 21.4%(631명)로 연시도경험군에서 방교육 경험이

높았고, 여학생에서도 연시도경험군이 73.3%, 비경험군이 26.7%로 연시도

경험군에서 방교육 경험이 더 높았다.

자담배 경험이 있는 경우 남학생 연시도비경험군 26.0%(815명)에 비해

연시도경험군이 74.0%(2,305명)로 높았고, 여학생도 연시도비경험군 26.3%

(170명)에 비해 연시도경험군이 73.7%(503명)로 더 높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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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 환경 요인 특성과 연시도경험

특성 변수 구분 남자 여자

연시도경험 연시도경험

없음 있음 P value 없음 있음 P value

N=4,859 N=1,400 N=3,459 N=1,448 N=420 N=1,028

N(100%) N(28.7%) N(71.3%) N(100%) N(28.6%) N(71.4%)

흡연 흡연량 1 개비 미만 757(14.8) 308(41.1) 449(58.9) <0.0001*** 245(16.7) 92(36.0) 153(64.0) <0.0001***

환경 /1일 1 개비 351(6.9) 95(28.3) 256(71.7) 97(9.8) 43(26.7) 97(73.3)

요인 2～9개비 2,693(55.8) 634(23.6) 2,059(76.4) 749(51.3) 166(22.1) 583(77.9)

10 개비이상 1,058(22.5) 363(33.2) 695(66.8) 314(22.2) 119(38.8) 195(61.2)

담배 집, 친구집 524(10.4) 214(40.6) 310(59.4) <0.0001*** 184(12.2) 71(37.9) 113(62.1) 0.0372*

구매 편의 2,464(52.2) 649(26.0) 1,815(74.0) 662(45.9) 184(27.7) 478(72.3)

방법 친구, 선배 1,578(31.5) 442(28.6) 1,136(71.4) 511(35.8) 137(26.5) 374(73.5)

성인 118(2.4) 40(34.8) 78(65.2) 47(3.0) 17(35.5) 30(64.5)

주변(길거리) 175(3.5) 55(29.7) 120(70.3) 44(3.1) 11(23.9) 33(76.1)

담배
구입시도

하지않음
1,279(25.8) 446(34.1) 833(65.9) <0.0001*** 395(27.0) 133(32.7) 262(67.3) 0.0375*

구매 어려움 882(18.4) 229(26.6) 653(73.4) 261(18.0) 58(22.3) 203(77.7)

용이성 쉬움 2,698(55.8) 725(26.8) 1,973(73.2) 792(55.0) 229(28.7) 5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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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흡연 연홍보 없음 1,442(29.3) 505(35.1) 937(64.9) <0.0001*** 427(29.2) 147(34.9) 280(65.1) 0.0025**

환경 인지 있음 3,417(70.7) 895(26.0) 2,522(74.0) 1,021(70.8) 273(26.0) 748(74.0)

요인

간 흡연 없음 2,697(56.0) 798(29.3) 1,899(70.7) 0.0028** 631(43.0) 177(27.3) 454(72.7) 0.0624

노출 1～4일 1,230(25.0) 311(25.0) 919(75.0) 424(29.9) 112(26.0) 312(74.0)

5～7일 932(19.0) 291(31.6) 641(68.4) 393(27.1) 131(33.6) 262(66.4)

친한 친구 없음 208(4.1) 83(38.1) 125(61.9) 0.0059** 79(5.1) 29(35.7) 50(64.3) 0.2266

흡연 여부 있음 4,651(95.9) 1,317(28.3) 3,334(71.7) 1,369(94.9) 391(28.2) 978(71.8)

교사·학교직원 없음 1,725(35.8) 530(30.3) 1,195(69.7) 0.0822 685(48.1) 206(28.9) 479(71.1) 0.8302

흡연목격여부 있음 3,134(64.2) 870(27.7) 2,264(72.3) 763(51.9) 214(28.3) 549(71.7)

흡연 방 없음 1,974(41.3) 769(39.0) 1,205(61.0) <0.0001*** 598(42.3) 185(31.2) 413(68.8) 0.0843

교육 경험 있음 2,885(58.7) 631(21.4) 2,254(78.6) 850(57.7) 235(26.7) 615(73.3)

자담배 없음 1,739(34.7) 585(33.6) 1,154(66.4) <0.0001*** 775(52.9) 250(30.6) 525(69.4) 0.0921

경험 있음 3,120(65.3) 815(26.0) 2,305(74.0) 673(47.1) 170(26.3) 503(73.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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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식습 요인 특성과 연시도경험에 따르면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남학생은 5∼7일이 여학생은 1∼4일이 가장 많았다.

과일 섭취 빈도와 탄산음료 섭취 빈도는 남, 여학생 분포가 비슷하며 연

시도경험군과 연시도비경험군 모두 7일 동안 1∼4회가 가장 많았다.

고카페인 섭취 빈도는 7일 동안 0회가 남, 여학생 각각 77.1%(3,761명),

78.5%(3,761명)로 가장 많았으며 남, 여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단맛 음료 섭취와 패스트푸드 섭취, 라면 섭취 과자 섭취빈도는 두 군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 고, 7일 동안 1∼4회가 가장 많았다. 패스트푸드는 남학생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채소 반찬 섭취 빈도는 남학생은 7일 동안 5회 이상이 53.2%(2,602명)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1∼4회가 47.2%(678명)로 가장 많았는데 남학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우유 섭취 빈도는 남, 여학생 모두 7일 동안 1∼4회가 가장 많았고 남, 여학생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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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습 요인 특성과 연시도경험

특성 변수 구분 남자 여자

연시도경험 연시도경험

없음 있음 P value 없음 있음 P value

N=4,859 N=1,400 N=3,459 N=1,448 N=420 N=1,028

N(100%) N(28.7%) N(71.3%) N(100%) N(28.6%) N(71.4%)

식습 아침식사 0일/7일 954(19.5) 294(29.9) 660(70.1) 0.5983 317(21.8) 102(30.7) 215(69.3) 0.5835

요인 횟수 1～4일/7일 1,602(33.3) 450(27.9) 1,152(72.1) 643(43.2) 179(27.4) 464(72.6)

5～7일/7일 2,303(47.2) 656(28.7) 1,647(71.3) 488(35.0) 139(28.9) 349(71.1)

과일 0회/7일 567(11.8) 193(33.6) 374(66.4) 0.0182* 182(12.0) 57(33.4) 125(66.6) 0.2221

섭취빈도 1～4회/7일 3,096(63.7) 850(27.6) 2,246(72.4) 894(61.2) 247(27.0) 647(73.0)

5 회 이상/7일 1,196(24.5) 357(29.0) 839(71.0) 268(26.8) 116(30.1) 256(69.9)

탄산음료 0회/7일 485(9.8) 150(31.5) 335(68.5) 0.1592 209(14.1) 61(28.5) 148(71.5) 0.3131

섭취빈도 1～4회/7일 3,447(70.8) 959(27.8) 2,488(72.2) 961(66.8) 266(27.5) 695(72.5)

5회 이상/7일 927(19.4) 291(30.3) 636(69.7) 278(19.1) 93(32.4) 185(67.6)

고카페인 0회/7일 3,761(77.1) 1,061(28.1) 2,700(71.9) 0.0093** 1,131(78.5) 310(26.6) 821(73.4) 0.0177*

섭취빈도 1～4회/7일 918(19.2) 268(28.7) 650(71.3) 248(16.8) 85(35.6) 163(64.4)

5회 이상/7일 115(3.7) 71(40.1) 109(59.9) 42(4.7) 25(36.7) 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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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식습 단맛음료 0회/7일 474(9.9) 153(30.9) 321(69.1) 0.1867 146(10.6) 43(30.9) 103(69.1) 0.8304

요인 섭취빈도 1～4회/7일 3,396(69.4) 948(27.8) 2,448(72.2) 983(68.1) 284(28.5) 699(71.5)

5회 이상/7일 989(20.7) 299(30.4) 690(69.6) 319(21.3) 93(27.9) 226(72.1)

패스트 0회/7일 784(15.9) 232(29.4) 552(70.6) 0.0344* 219(15.7) 77(35.4) 142(64.6) 0.0636

푸드 1～4회/7일 3,725(76.8) 1,049(28.0) 2,676(72.0) 1,114(77.6) 309(27.1) 805(72.9)

섭취빈도 5회 이상/7일 350(7.3) 119(34.6) 231(65.4) 115(7.7) 34(29.3) 81(70.7)

라면 0회/7일 709(14.6) 220(30.7) 489(69.3) 0.0650 300(20.9) 94(32.3) 206(67.7) 0.1147

섭취빈도 1～4회/7일 3,605(74.1) 1,002(27.8) 2,603(72.2) 993(68.2) 273(26.8) 720(73.2)

5～7회/7일 545(11.2) 178(31.9) 367(68.1) 155(10.9) 53(32.6) 102(67.4)

과자 0회/7일 912(19.5) 287(29.6) 625(70.4) 0.0799 216(14.8) 57(25.9) 159(74.1) 0.5739

섭취빈도 1～4회/7일 3,887(69.2) 927(27.7) 2,460(72.3) 1,006(69.8) 290(28.7) 716(71.3)

5회 이상/7일 560(11.3) 186(32.8) 374(67.2) 226(15.4) 73(30.7) 153(69.3)

채소반찬 0회/7일 214(4.5) 80(35.7) 134(64.3) 0.0068** 103(7.2) 28(23.7) 75(76.3) 0.1839

섭취빈도 1～4회/7일 2,043(42.3) 609(30.0) 1,434(70.0) 678(47.2) 181(27.1) 497(72.9)

5회 이상/7일 2,602(53.2) 711(27.0) 1,891(73.0) 667(45.6) 211(31.0) 456(69.0)

우유 0회/7일 659(14.2) 221(33.2) 438(66.8) 0.0138* 347(23.7) 95(29.2) 252(70.8) 0.0273*

섭취빈도 1～4회/7일 2,176(45.3) 621(28.8) 1,555(71.2) 702(48.8) 188(25.6) 514(74.4)

5회 이상/7일 2,024(40.5) 558(26.9) 1,466(73.1) 399(27.5) 137(33.5) 262(66.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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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시도경험 련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2.1 흡연 환경 요인과 건강 행 (신체활동, 식습 ), 건강상태(정신건강, 물

질사용 경험)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른 연시도경험과의 련성

상자들의 흡연 환경 요인과 건강 행 (신체활동, 식습 ), 건강상태(정신건

강, 물질사용 경험)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른 연시도경험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Proc surveylogistic)을 실시하 다(표 5).

단계 으로 모형 1은 성별과 학년을 통제하 고, 모형 2는 모형 1에 신체

활동(걷기, 체 조 ), 식습 (과일 섭취, 고카페인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정신건강(주 행복감, 수면시간, 슬픔· 망감 경험), 물질사용경험(음주

약물 경험)을 통제하여 분석하 다.

모형 3은 모형 2에 인구 사회학 특성(학업성 ,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

용돈)을 통제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오즈비(OR :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과 P-value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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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학년을 통제하여 분석한 모형 1은 1일 흡연량이 1개비 미만인 경우에

비해 1개비인 경우는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1.52(95% 신뢰구간: 1.20

-1.92), 2∼9개비 이하인 경우는 오즈비가 1.79(95% 신뢰구간: 1.51-2.1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담배 구매 방법은 집, 친구 집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편의 , 친구나 선배,

주변(길거리)에서 구매하는 경우 연시도와 유의하게 련성이 있었다.

담배 구매 용이성은 담배 구매가 어려운 경우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1.21(1.02-1.43)이었고, 연홍보 인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연시도

경험에 한 오즈비가 1.32(95% 신뢰구간: 1.16-1.50)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간 흡연에 노출된 경우 주 1∼4일은 1.18(95% 신뢰구간: 1.02-1.36), 주 5∼7

일은 0.81(95%신뢰구간: 0.70-0.94)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 방 교육과 자담배 경험이 있는 경우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각각 1.92(95% 신뢰구간: 1.71-2.15), 1.32(95% 신뢰구간: 1.15-1.5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학년은 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0.78(95%

신뢰구간: 0.68-0.90)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친한 친구 흡연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 성별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도 모형 1에서와 같이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담배 구매 용이성,

연홍보 인지, 간 흡연, 흡연 방 교육 경험, 자담배 경험, 학년의 오즈비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신체활동 요인에서 체 조 노력을 하는 경우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1.16(95% 신뢰구간: 1.03-1.31)이었다.

식습 요인에서 과일 섭취 빈도가 7일 동안 0회 일 때 비해 1회 이상 섭취한

경우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고카페인 섭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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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안 5회 이상일 때 오즈비가 0.71(95%신뢰구간: 0.51-0.97)로 유의하게

낮았다.

정신건강 요인에서 주 으로 행복한 경우에 비해 불행한 경우 연시도

경험에 한 오즈비가 0.81(95% 신뢰구간: 0.68-0.98)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슬픔· 망감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수면시간이 불충분한

경우에 비해 충분한 경우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 성별, 걷기(10분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음주 약물 경험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 사회학 요인(학업성 ,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을 통제한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던 요인 이외 추가 으로 경제상태가

‘상’ 인 경우에 비해 ‘ ’인 경우 오즈비가 1.20(95% 신뢰구간: 1.04-1.39), ‘하’

인 경우 1.24(95% 신뢰구간: 1.07-1.43)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일주일 평균

용돈도 0∼3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12만 원 이상일 때 오즈비가 0.78(95%

신뢰구간: 0.63-0.96)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 성별, 걷기(10분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음주 약물 경험, 학업성 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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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흡연 환경 요인과 건강 행 (신체활동, 식습 ), 건강상태(정신건강, 물질사용 경험)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른 흡연 학생의 연시도경험과의 련성(N=6,307)

특성 변수 구분 모형 1
† 모형 2‡ 모형 3§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흡연 흡연량 1 개비 미만 1.00 1.00 1.00

환경 /1일 1 개비 1.52(1.20-1.92) 0.0006*** 1.50(1.18-1.90) 0.0009*** 1.49(1.17-1.88) 0.0010**

요인 2～9개비 1.79(1.51-2.11) <0.0001*** 1.77(1.49-2.09) <0.0001*** 1.74(1.47-2.07) <0.0001***

10 개비이상 1.00(0.83-1.23) 0.9341 1.03(0.84-1.26) 0.7885 1.03(0.84-1.27) 0.7520

담배구매 집, 친구집 1.00 1.00 1.00

방법 편의 1.61(1.33-1.95) <0.0001*** 1.54(1.27-1.88) <0.0001*** 1.53(1.25-1.86) <0.0001***

친구, 선배 1.44(1.20-1.74) 0.0001*** 1.42(1.17-1.72) 0.0004*** 1.41(1.16-1.70) 0.0005***

성인 1.05(0.75-1.48) 0.7798 1.07(0.76-1.53) 0.6903 1.09(0.77-1.55) 0.6358

주변(길거리) 1.62(1.15-2.28) 0.0056** 1.75(1.22-2.51) 0.0022** 1.78(1.24-2.55) 0.0016**

담배구매
구입 시도
하지 않음

1.00 1.00 1.00

용이성 어려움 1.21(1.02-1.43) 0.0287* 1.22(1.03-1.45) 0.0230* 1.22(1.03-1.45) 0.0228*

쉬움 1.13(0.96-1.33) 0.1373 1.16(0.98-1.37) 0.0799 1.19(1.01-1.41) 0.0423

연홍보 없음 1.00 1.00 1.00

인지 있음 1.32(1.16-1.50) <0.0001*** 1.30(1.14-1.48) <0.0001*** 1.30(1.14-1.48) <0.0001***

간 흡연 없음 1.00 1.00 1.00

노출 1～4일 1.18(1.02-1.36) 0.0236* 1.17(1.02-1.35) 0.0309* 1.16(1.01-1.34) 0.0462*

5～7일 0.81(0.70-0.94) 0.0063** 0.82(0.70-0.95) 0.0092** 0.82(0.71-0.96) 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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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흡연 친한 친구 없음 1.00 1.00 1.00

환경 흡연 여부 있음 0.98(0.75-1.30) 0.9302 0.96(0.73-1.27) 0.7857 0.94(0.70-1.24) 0.6439

요인

교사·학교직원 없음 1.00 1.00 1.00

흡연목격여부 있음 1.03(0.90-1.17) 0.6734 1.03(0.90-1.17) 0.7010 1.04(0.91-1.18) 0.5506

흡연 방 없음 1.00 1.00 1.00

교육 경험 있음 1.92(1.71-2.15) <0.0001*** 1.87(1.67-2.10) <0.0001*** 1.86(1.66-2.08) <0.0001***

자담배 없음 1.00 1.00 1.00

경험 있음 1.32(1.15-1.51) <0.0001*** 1.33(1.15-1.52) <0.0001*** 1.34(1.16-1.54) <0.0001***

인구사회 학년 학교 1.00 1.00 1.00

학 요인 고등학교 0.78(0.68-0.90) 0.0009*** 0.74(0.64-0.86) 0.0001*** 0.73(0.63-0.85) <0.0001***

신체활동 체 노력안함 1.00 1.00

요인 조 노력함 1.16(1.03-1.31) 0.0154* 1.17(1.03-1.32) 0.0152*

식습 과일 0회/7일 1.00 1.00

요인 섭취빈도 1～4회/7일 1.24(1.04-1.48) 0.0148* 1.25(1.05-1.49) 0.0129*

5회 이상/7일 1.21(1.01-1.46) 0.0432* 1.26(1.04-1.52) 0.0159*

고카페인 0회/7일 1.00 1.00

섭취빈도 1～4회/7일 0.89(0.76-1.04) 0.1257 0.88(0.75-1.03) 0.1101

5회 이상/7일 0.71(0.51-0.97) 0.0328* 0.72(0.52-0.98) 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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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정신 주 행복 1.00 1.00

건강 행복감 보통 1.01(0.90-1.14) 0.8182 0.98(0.87-1.10) 0.6775

요인 불행 0.81(0.68-0.98) 0.0259* 0.78(0.65-0.93) 0.0053**

수면 불충분 1.00 1.00

시간 충분 0.85(0.73-0.98) 0.0274* 0.86(0.74-0.99) 0.0426*

슬픔 없음 1.00 1.00

망감
경험

있음 1.20(1.05-1.36) 0.0073** 1.21(1.06-1.38) 0.0047**

인구 경제 상 1.00

사회 상태 1.20(1.04-1.39) 0.0124*

학 하 1.24(1.07-1.43) 0.0036**

요인

일주일 0～3 만원 미만 1.00

평균
3 만 원 이상

～6만원 미만
1.08(0.94-1.23) 0.2743

용돈
6 만 원 이상

～9만원 미만
0.84(0.67-1.05) 0.1302

9 만 원 이상
～12 만원 미만

0.95(0.72-1.24) 0.6832

12 만 원 이상 0.78(0.63-0.96) 0.0195*

*P<0.05, **P<0.01, ***P<0.001
†모형 1 : 인구 사회학 요인(성별) 통제
‡모형 2 : 모형 1에 추가로 신체활동 요인(걷기), 식습 요인(패스트푸드 섭취), 물질사용 경험요인(음주 약물 경험)

통제
§ 모형 3 : 모형 2에 추가로 인구 사회학 요인(학업성 )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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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별에 따른 연시도경험과의 련성

남학생인 경우 학년을 통제하여 분석한 모형 1은 1일 흡연량이 1개비 미만인

경우에 비해 1개비인 경우와 2∼9개비 이하인 경우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각각 1.51(95% 신뢰구간: 1.15-2.00), 1.84(95% 신뢰구간: 1.51-2.24)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담배 구매 방법은 편의 과 친구나 선배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연시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연홍보 인지와 흡연 방 교육 경험, 자담배는 경험이 있는 경우 연시도

경험에 한 오즈비가 각각 1.26(95% 신뢰구간: 1.09-1.46), 2.22(95% 신뢰구간:

1.95-2.53), 1.34(95% 신뢰구간: 1.15-1.57)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간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 1∼4일 노출된 경우는 연시도

경험에 한 오즈비가 1.22(95% 신뢰구간: 1.04-1.43) 고, 주 5∼7일 노출된

경우는 오즈비가 0.82(95% 신뢰구간 : 0.69-0.98)이었다.

학년은 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0.74(95%

신뢰구간: 0.63-0.87)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담배 구매 용이성,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활동 요인(체 조 , 걷기), 식습 요인(과일 섭취, 고카페인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정신건강 요인(수면시간, 주 행복감, 슬픔․ 망감 경험)을

통제한 모형 2에서도 모형 1에서와 같이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연홍보

인지, 간 흡연, 흡연 방 교육 경험, 자담배 경험, 학년의 오즈비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체 조 을 해 노력하는 경우 오즈비가 1.19(95% 신뢰구간: 1.03-1.37)로,

슬픔· 망감 경험이 있는 경우 오즈비가 1.29(95% 신뢰구간: 1.11-1.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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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과일섭취 빈도는 주 1～4회일 때 오즈비가 1.24(95% 신뢰구간: 1.02-1.50)로

증가하 고, 주 행복감에서 불행한 경우는 행복한 경우보다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0.73(95% 신뢰구간: 0.59-0.92)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 다.

담배 구매 용이성,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 걷기

(10분 이상), 고카페인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수면시간, 음주 약물 경험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 사회학 특성(학업성 ,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을 통제한 모형 3

에서는 모형 2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었던 요인 이외에 추가 으로 경제상태가

‘상’ 인 경우에 비해 ‘ ’, ‘하’ 인 경우 오즈비가 각각 1.22(95% 신뢰구간: 1.03-

1.45), 1.23(95% 신뢰구간: 1.04-1.47)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일주일 평균

용돈이 0∼3만원 미만에 비해 12만 원 이상인 경우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0.74(95% 신뢰구간: 0.58-0.95)로 감소하 다.

담배 구매 용이성,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

걷기(10분 이상), 고카페인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수면시간, 음주 약물 경험,

학업성 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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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흡연 남학생의 흡연 환경 요인과 건강 행 (신체활동, 식습 ), 건강상태(정신건강, 물질사용 경험)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른 연시도경험과의 련성(N=4,859)

특성 변수 구분 모형 1 모형 2
† 모형 3‡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흡연 흡연량 1 개비 미만 1.00 1.00 1.00

환경 /1일 1 개비 1.51(1.14-2.00) 0.0039** 1.49(1.12-1.98) 0.0058** 1.48(1.11-1.96) 0.0068**

요인 2～9개비 1.84(1.51-2.24) <0.0001*** 1.83(1.50-2.24) <0.0001*** 1.79(1.46-2.19) <0.0001***

10 개비이상 1.13(0.89-1.43) 0.3133 1.15(0.90-1.46) 0.2701 1.14(0.89-1.46) 0.2904

담배구매 집, 친구집 1.00 1.00 1.00

방법 편의 1.62(1.29-2.02) <0.0001*** 1.56(1.24-1.96) 0.0001*** 1.54(1.23-1.94) 0.0002**

친구, 선배 1.40(1.12-1.74) 0.0026** 1.38(1.10-1.72) 0.0053** 1.37(1.09-1.71) 0.0060**

성인 1.06(0.71-1.58) 0.7778 1.07(0.71-1.61) 0.7464 1.09(0.73-1.64) 0.6812

주변(길거리) 1.43(0.98-2.11) 0.0666 1.52(1.02-2.24) 0.0382* 1.52(1.03-2.25) 0.0350

담배구매
구입 시도
하지 않음

1.00 1.00 1.00

용이성 어려움 1.14(0.94-1.39) 0.1968 1.14(0.93-1.40) 0.1992 1.14(0.93-1.40) 0.1949

쉬움 1.12(0.93-1.35) 0.2259 1.14(0.95-1.38) 0.1698 1.18(0.97-1.43) 0.0949

연홍보 없음 1.00 1.00 1.00

인지 있음 1.26(1.09-1.46) 0.0018** 1.23(1.06-1.43) 0.0055** 1.23(1.06-1.43) 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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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흡연 간 흡연 없음 1.00 1.00 1.00

환경 노출 1～4일 1.22(1.04-1.43) 0.0144* 1.22(1.04-1.43) 0.0158* 1.20(1.02-1.41) 0.0264*

요인 5～7일 0.82(0.69-0.98) 0.0248* 0.83(0.70-0.99) 0.0395* 0.84(0.70-0.99) 0.0478*

친한 친구 없음 1.00 1.00 1.00

흡연 여부 있음 0.93(0.68-1.28) 0.6700 0.91(0.66-1.25) 0.5489 0.88(0.64-1.22) 0.4518

교사·학교직원 없음 1.00 1.00 1.00

흡연목격여부 있음 1.01(0.88-1.17) 0.8524 1.01(0.88-1.17) 0.8812 1.02(0.89-1.18) 0.7446

흡연 방 없음 1.00 1.00 1.00

교육 경험 있음 2.22(1.95-2.53) <0.0001*** 2.16(1.90-2.47) <0.0001*** 2.14(1.88-2.44) <0.0001***

자담배 없음 1.00 1.00 1.00

경험 있음 1.34(1.15-1.57) 0.0002*** 1.34(1.14-1.56) 0.0003*** 1.35(1.15-1.58) 0.0002***

인구사회 학년 학교 1.00 1.00 1.00

학 요인 고등학교 0.74(0.63-0.87) 0.0003*** 0.71(0.60-0.85) 0.0001*** 0.70(0.59-0.83) <0.0001***

신체활동 체 노력안함 1.00 1.00

요인 조 노력함 1.19(1.03-1.37) 0.0209* 1.19(1.03-1.37) 0.0203*

식습 과일 0회/7일 1.00 1.00

요인 섭취빈도 1～4회/7일 1.24(1.02-1.50) 0.0298* 1.24(1.03-1.50) 0.0267*

5회 이상/7일 1.24(1.01-1.52) 0.0493* 1.29(1.04-1.59) 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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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정신 주 행복 1.00 1.00

건강 행복감 보통 1.03(0.91-1.18) 0.6159 0.99(0.88-1.14) 0.9862

요인 불행 0.73(0.59-0.92) 0.0059** 0.71(0.57-0.88) 0.0020**

슬픔 없음 1.00 1.00

망감
경험

있음 1.29(1.11-1.49) 0.0006*** 1.30(1.13-1.50) 0.0003***

인구 경제 상 1.00

사회 상태 1.22(1.03-1.45) 0.0210*

학 하 1.23(1.04-1.47) 0.0163*

요인

일주일 0～3만원 미만 1.00

평균
3 만 원 이상
～6만원 미만

1.10(0.94-1.27) 0.2264

용돈
6 만 원 이상

～9만원 미만
0.87(0.67-1.13) 0.2884

9 만 원 이상
～12만원 미만

0.95(0.70-1.30) 0.7679

12 만 원 이상 0.74(0.58-0.95) 0.0178*

*P<0.05, **P<0.01, ***P<0.001
†모형 2 : 신체활동 요인(걷기), 식습 요인(고카페인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정신건강 요인(수면시간), 물질사용

경험 요인(음주 약물 경험) 통제
‡모형 3 : 모형2에 추가로 인구 사회학 요인(학업성 )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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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인 경우 학년을 통제하여 분석한 모형 1은 1일 흡연량이 1개비 미만인

경우에 비해 2∼9개비 이하인 경우는 오즈비가 1.60(95% 신뢰구간: 1.15-2.22),

10개비 이상인 경우 오즈비가 0.64(95% 신뢰구간: 0.43-0.96)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담배 구매 방법은 집, 친구 집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편의 , 친구나 선배,

주변(길거리)에서 구매하는 경우 연시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연홍보 인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연시도경험에 한 오즈비가

1.49(95% 신뢰구간: 1.15-1.94)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간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 5∼7일 노출된 경우는 연시도

경험에 한 오즈비가 0.73(95% 신뢰구간: 0.54-0.98)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낮았다.

담배 구매 용이성,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 흡연

방 교육 경험, 자담배 경험여부, 학년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유의하게 나온 요인에 추가 으로 자담배 경험이

있는 경우 오즈비가 1.32(95% 신뢰구간: 1.02-1.70), 고카페인 섭취빈도가 주

1∼4회인 경우 오즈비가 0.67(95% 신뢰구간: 0.49-0.9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담배 구매 용이성, 친한 친구 흡연 여부, 교사·학교 직원 흡연목격 여부, 흡연

방 교육 경험, 학년, 걷기(10분 이상), 체 조 , 과일 패스트푸드 섭취,

주 행복감, 수면시간, 슬픔· 망감 경험, 음주 약물 경험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했던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자담배 경험, 고카페인 섭취만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모형 3에서 통제한 인구 사회학 특성인 학업성 ,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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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흡연 여학생의 흡연 환경 요인과 건강 행 (신체활동, 식습 ), 건강상태(정신건강, 물질사용 경험)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른 연시도경험과의 련성(N=1,400)

특성 변수 구분 모형 1
† 모형 2‡ 모형 3§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오즈비

(95% 신뢰구간)
P value

흡연 흡연량 1 개비 미만 1.00 1.00 1.00

환경 /1일 1 개비 1.39(0.92-2.10) 0.1223 1.36(0.88-2.09) 0.1628 1.35(0.87-2.07) 0.1779

요인 2～9개비 1.60(1.15-2.22) 0.0056** 1.49(1.06-2.10) 0.0216* 1.53(1.08-2.16) 0.0156*

10 개비이상 0.64(0.43-0.96) 0.0292* 0.64(0.42-0.98) 0.0421* 0.67(0.43-1.02) 0.0622

담배구매 집, 친구집 1.00 1.00 1.00

방법 편의 1.55(1.04-2.33) 0.0330* 1.55(1.01-2.35) 0.0393* 1.55(1.02-2.37) 0.0425*

친구, 선배 1.52(1.05-2.21) 0.0282* 1.57(1.08-2.30) 0.0210* 1.57(1.07-2.31) 0.0223*

성인 1.07(0.55-2.05) 0.8480 1.12(0.59-2.14) 0.7338 1.10(0.49-2.05) 0.7683

주변(길거리) 2.74(1.28-5.86) 0.0092** 3.51(1.53-8.07) 0.0031** 3.61(1.55-8.38) 0.0028**

담배구매
구입 시도
하지 않음

1.00 1.00 1.00

용이성 어려움 1.48(0.99-2.20) 0.0538 1.49(1.01-2.22) 0.0520 1.48(1.00-2.21) 0.0514

쉬움 1.11(0.80-1.53) 0.5376 1.14(0.83-1.58) 0.4206 1.15(0.83-1.60) 0.3879

연홍보 없음 1.00 1.00 1.00

인지 있음 1.49(1.15-1.94) 0.0026** 1.49(1.15-1.92) 0.0025** 1.52(1.17-1.97) 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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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흡연 간 흡연 없음 1.00 1.00 1.00

환경 노출 1～4일 1.05(0.78-1.41) 0.7441 1.02(0.76-1.37) 0.8774 1.03(0.77-1.38) 0.8476

요인 5～7일 0.73(0.54-0.98) 0.0357* 0.73(0.54-0.99) 0.0421* 0.73(0.54-0.99) 0.0448*

친한 친구 없음 1.00 1.00 1.00

흡연 여부 있음 1.16(0.69-1.97) 0.5721 1.18(0.69-2.02) 0.5561 1.15(0.67-1.97) 0.6021

교사·학교직원 없음 1.00 1.00 1.00

흡연목격여부 있음 1.08(0.84-1.39) 0.5788 1.09(0.85-1.40) 0.4945 1.09(0.85-1.41) 0.4961

흡연 방 없음 1.00 1.00 1.00

교육 경험 있음 1.15(0.90-1.47) 0.2589 1.12.(0.88-1.41) 0.3798 1.12(0.88-1.43) 0.3521

자담배 없음 1.00 1.00 1.00

경험 있음 1.30(1.00-1.70) 0.0511 1.32(1.02-1.70) 0.0358* 1.32(1.03-1.71) 0.0319*

식습 고카페인 0회/7일 1.00

요인 섭취빈도 1～4회/7일 0.67(0.49-0.91) 0.0109** 0.66(0.49-0.90) 0.0083**

5회 이상/7일 0.75(0.38-1.46) 0.3746 0.74(0.39-1.38) 0.3438

*P<0.05, **P<0.01, ***P<0.001
†모형 1 : 인구 사회학 요인(학년) 통제
‡모형 2 : 모형 1에 추가로 신체활동 요인(걷기, 체 조 ), 식습 요인(과일 패스트푸드 섭취), 정신건강 요인

(주 행복감, 수면시간, 슬픔․ 망감 경험), 물질사용 경험요인(음주 약물 경험) 통제
§ 모형 3 : 모형 2에 추가로 인구 사회학 요인(학업성 ,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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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흡연은 각종 질병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며, 각종 질환 암의 가장

요한 험요인으로 밝 지면서 건강에 한 심과 연운동의 확 로 많은

사람들이 연을 시도한다. 청소년의 흡연에는 인구학 , 사회 경제 , 가족,

학교,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기는 자아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교 근이 쉬운 흡연을

하게 되며 청소년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에 한 다차원

인 근과 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 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 고등학생 72,060명 재 흡연자로서 ‘최근 12개월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응답한 6,307명

(남학생 4,859명, 여학생 1,448명)을 상으로 흡연청소년의 연시도경험

련성을 분석하 다.

연시도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일 흡연량이 2∼9개비인 경우 연

시도경험이 증가하 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일한 결과로서 통계 유의성이

있었다. 이는 조경숙(2013)의 연구에서 흡연 청소년의 흡연 지속 의향에 흡연량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Belen et al.(2010) 연구에서는

하루 5개비 이상 흡연자에 비해 하루 5개비 이하 흡연자의 연 확률이 높아

흡연량이 가장 향력이 있다고 하 다. 한 Fegan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하는 경우보다 하루 5개비 혹은 그 이하로 흡연하는

경우 연시도가 높다는 것으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 다. 이를 통해 흡연량이

많은 경우와 은 경우에 따른 차별화된 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 흡연자들의 담배 구매 방법을 조사한 결과 50.9%가 편의 , 가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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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하고 편의 이나 친구, 선배에게 구매하는 경우 연시도경험이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정렬(2004) 연구에서는 학교 2학년부터 흡연자들의

50%이상이 담배 가게를 통해 담배를 구매한다고 하 다. 김희라 등(2005)의

연구에서도 직 상 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고, 2003년

미국 보건복지부의 약물사용과 건강 조사에서도 12～17세 청소년의 3/4 이상이

담배를 직 구매하며 그 53.3%가 가게에서 직 구매한다고 하 다.

담배 구매 용이성의 결과에서는 체분석에서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연

시도가 높았는데, 2012년 호주의 담배 보고서에서는 2008년 12～17세 사이의

재 흡연자 남학생의 49.0%, 여학생의 38.0%가 담배 구매가 쉽다고 하 고

나이에 따라 증가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매를 법으로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76.9%가

편의 이나 가게에서 쉽게 구매한다고 한다.

김희라 등(2005) 연구에서 담배 구입시 신분 확인을 받았던 군의 73.3%에서

담배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 고 신분 확인 후 30% 이상이 담배를

끊었다고 하 다. 호주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 매를 막기 하여 소매상들의

교육, 경고표지 부착, 매자 기소 등의 법을 강하게 시행한 결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불법 매를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담배

구입이 어려운 경우 연시도경험이 많았음을 고려할 때 담배 매에 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소매상들의 교육 표지 부착 등 형식 이

아닌 제도 노력이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홍보의 인지가 있는 경우 연시도경험이 높았는데 남, 여학생 모두 같은

결과 다. 흡연 방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하여 연시도

경험이 높았는데 남학생에서 같은 결과를 보 다. 연홍보 인지와 교육 경험은

선행연구에서 흡연 지속의향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조경숙, 2013)

Diemert et al.(2013) 연구에서는 교육이 연행동과 상당한 련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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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를 통해 TV, 라디오, 인터넷 등 흡연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로

그램을 통한 홍보로 근성을 높이고 지속 인 교육을 통하여 흡연자들이 연을

시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안 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간 흡연은 가정에서 주 1∼4일 노출된 경우 연시도가 높았는데 반해 주

5∼7일인 경우는 연시도가 낮았다. 흡연은 환경 향을 받는데 주변에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의 가능성 는 연이 어렵다는 선행연구결과(연정

운 등 2012;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10; 황혜숙, 2000)와 일부가 일치

하 다. 한 20세 이상 연 후 주변의 흡연으로 인하여 재흡연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김미작 등, 2011; 손효경 등, 2009)와도 일부 일치하 는데, 가족의

간 흡연을 경험한 경우 노출일 수에 따른 연시도 유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담배를 경험한 학생이 연시도경험이 높았는데 남, 여학생 모두 같은

결과를 보 다. 자담배는 최근 일반담배의 체품으로 연을 하여 많은

흡연자들이 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역시 외는 아니다. 이성규

(2011) 연구에서도 연을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시도한 청소년이 1.58배

자담배 사용이 높았는데 자담배 사용은 흡연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하는 상 계가 있다고 하 다. 자담배의 유효성과 안 성에

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신체 ,

정신 으로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

할 것이다.

신체활동과 연시도와의 련성에서는 체 조 노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체 조 노력을 하는 경우가 연시도경험이 높았다. Ana et al.(2009) 연구

에서는 스포츠 에 참여하는 경우 1.37배 연시도가 높았고, 매일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1.52배 연시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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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보인 것과 유사하 다. 한 신체활동이 1.44배 흡연활동을 감소시킨

다는 결과(Audrain-McGo vern et al., 2003)와도 유사하 다.

주 행복감은 행복한 경우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남학생에서 같은

결과를 보 는데,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의 주 행복감의 수 이 낮았다

(Chanfraeu et al., 2013)는 결과와 유사하 다.

슬픔· 망감경험이 있는 경우 연시도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Ana et al.

(2009) 연구와 일치하 다. 하지만 이 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있는 청소년의

연시도가 낮았고(Lam et al., 2005), 우울 성향과 흡연이 상 계가 있다는 것

(박 천, 2001; Patton et al., 1998)과 일치하지 않았다. 우울감과 흡연과의

계를 연구했기 때문에 연시도와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시도

경험과 슬픔· 망감경험에 한 추가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 1회 이상 과일섭취가 있는 경우 연시도경험이 높았고, 고카페인 섭취가

많은 경우 연시도경험이 낮았는데 연시도 련 연구는 아니지만 흡연자

들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과일과 채소 섭취가 낮고 지방, 카페인 등 섭취가

높다고 하 다(Palaniappan et al., 2001; Wilson et al., 2002). 하지만 김순경

등(2003)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과일 섭취 비율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군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른 Haibach et al.(2013) 연구에서는 25세 이상

1000명을 상으로 흡연자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연기간을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과일 채소 섭취 등 건강한 식습 이

연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에게도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볼 때 연시도에

과일 등의 섭취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에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되며 과일 채소 섭취를 유도하는 등 양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학년이 학교 보다 고등학교인 경우 연시도경험이 낮았는데, 이여진 등

(201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학생보다 연 성공자가 많았다는 결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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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재 흡연자의 분포가

증가하 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서 매일 흡연율도 학교

1.5%에 비해 고등학교가 7.9%로 흡연량도 고등학교가 높았는데, 이는 앞서

흡연량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 지속 의향도 커지고

연 시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일주일 평균용돈이 0∼3만 원에 비해 12만 원 이상인 경우 연시도경험이

낮았는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담뱃값의 인상과 더불어 연시도가

흡연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균용돈이 낮을수록 연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용돈이 높을수록 연시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상태(가정)가 ‘상’ 인 경우에 비해 ‘ ’, ‘하 ’인 경우 연시도경험이

높았는데, 조선희 등(2012) 연구에서 ‘ ’ 는 ‘하’ 의 그룹에 속하는 청소년의

흡연 매일흡연이 ‘상’ 의 그룹에 있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낮았다. 이는

일주일 평균용돈이 높은 경우 연시도경험이 낮게 나온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경제 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청소년 집단에서 담배에 한 근성이 제한된다(Kuntsche et al.,

2004)라고 봤을 때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담뱃값 인상정책이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해본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연시도 이유에 있어서 건강에 나쁜 향을 주고,

담배가 몸에 안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65.8%를 차지하 는데, 이는

64%가 연시도를 하고 건강을 한 것이라는 Larabie Lynn(2005)의 결과와

일치 하 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흡연자들이 스스로 흡연이 건강에

나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건강을 하여 연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흡연청소년들에게 연시도를 하여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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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도는 연하기 한 제조건으로 연시도의 경험은 정 인 행동

변화로 볼 수 있다. Diemert et al.(2013)은 연시도의 측요인으로 이 의 연

시도경험(3.94배)이라고 하 고, 이여진 등(2011)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연

성공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시도라고 하 는데, 이 연시도를

한 경우보다 처음 연시도를 한 경우에 9.48배 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연시도경험 유무만을 알 수 있으

므로 이 의 연시도경험의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연시도가 연 성공을

한 행동변화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임을 고려할 때 연시도와 련이

있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연의 효과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연시도 련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구매 용이성이나

담배 구매 방법, 자담배 경험, 체 조 , 주 행복감 등을 연구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복합표본설계로 우리나라 국의 , 고등학생을

상으로 표본 추출한 표성 있는 자료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질병 리본부가 교육인 자원부의 조를 통해 실시한 제

10차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서 상자들의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

할 수 없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주어진 2차 자료로서 이미

주어진 설문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 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 이 있다.

셋째, 단면조사 연구로써 제시된 요인과 연시도경험과의 선후 계를 설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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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연시도 련 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뿐만 아니라 효과 인

연시도 정책을 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과 연시도 성공 련 요인 규명을

한 추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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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이고 연을 유도하기 하여 2014년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청소년의 연시도 련

요인을 분석하 다.

2014년 제 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학생 72.060명 연

시도 질문에 ‘있음’, ‘없음’으로 응답한 체 학생의 8.75%인 6,307명(남학생

4,859명, 여학생, 1,448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복합표본설계로 이를 고려한

Survey 로시 (Proc Surveyfreq, Proc Surveylogistic)를 사용하 고 층화

변수, 집락변수, 가 치변수를 지정하여 빈도 분석, X2-test,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인구 사회학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 ,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 신체

활동 요인(걷기, 체 조 ), 식습 요인(과일 섭취, 고카페인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정신건강 요인(주 행복감, 수면시간, 슬픔· 망감 경험), 물질사용

요인(음주 약물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담배

구매 용이성,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흡연 방 교육 경험, 자담배

경험, 학년, 체 조 , 과일 섭취, 고카페인 섭취, 주 행복감, 슬픔․ 망감

경험,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이 연시도경험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남학생에서는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흡연

방 교육 경험, 자담배 경험, 학년, 체 조 , 과일섭취, 주 행복감,

슬픔․ 망감 경험,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이 연시도경험과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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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련성이 있었고, 여학생에서는 흡연량, 담배 구매 방법, 연홍보 인지,

간 흡연 노출, 자담배 경험, 고카페인 섭취가 통계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흡연청소년의 연성공을 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유도

하고 제도 , 법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에 쉽게 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차원 인 근을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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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smoking environment and

the experience of quit smoking attempts

in Korean adolescents.

Guk-Hwa Lee

Graduate Schoo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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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Objectives : Modern day adolescents today undergo various trials such as

collage entrance examination, family issues and other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peers, eventually leading to deviations. One of the typical

deviation act is smoking. Adolescent smoking is regarded as a social

delinquent act and smoking is a difficult habit to overcome because the

strong toxicity of nicotine addiction. Adolescence is a stage that include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evelopment, therefore the toxicity and health

severity can be increased compared to adults. On this account, we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ful in decreasing adolescent smoking by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ti-smoking policy and early stage qu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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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 Data from self-reported,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administered at the ten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WS-Ⅹ) in 2014 were analyzed(n=72 ,060): adolescents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rough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th 6,307 students(male n=4,859, female n=1,448) that

composes 8.75% of the total students, smoking environment factors and

health maintaining factors(physical activity and eating habits) and

socio-demographic, mental health, use of material factors, and other

subjective variables were regulated. Using a survey procedure in the

SAS 9.2 program, we analyzed the frequency, X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Out of 4,859 male students, 71.3%(n=3,459) tried to quit smoking

and 28.7%(n=1,400) did not attempt quitting.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71.4%(n=1,028) out of 1,448 students tried to quit, but 28.6%(n=420) did not

attempt.

We regulated the disruption variables such as socio-demographic

factors(sex, school grade, school records, economic conditions and weekly

allowance average), physical activity factors(walking, weight control),

eating habits(fruit, high caffeine, fast food), mental health factors

(subjective happiness, sleeping hour, experience of sadness and despair)

and the use of material factors(alcohol and drug experience).

We observed that when the daily smoking amount was one cigarette

or 2-9 cigarettes the quitting attempt experience increased. Also when

the purchase of cigarettes was done from convenience stores o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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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friend or surroundings(streets) or when it was more difficult to

purchase, the quitting attempt increased as well. When the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1-4 times a week, we also observed that the

quitting attempt increased. Recognition in media such as public promotion

of quitting or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was related to the quitting

attempts. Other reasons like experience of electronic cigarettes, weight

control, fruit uptake frequency and high economical conditions were

related to the increased quitting attempt experience.

However when the average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5-7 days in a

week, the quitting attempt experience decreased. When the subject is a

high school student the quitting attempt experience was decreased as well.

Also high caffeine intakes, low subjective happiness, lack of sleeping hour,

and when the average of weekly allowance was higher than 120,000 won,

we observed that the quitting attempt experience decreased.

In case of the male students, the smoking amount, the cigarette

purchasing method, the recognition of public promotion of quitting,

passive smoking exposure,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experience,

experience of electronic cigarettes, grade of school, weight control, fruit

intake, subjective happiness, experience of sadness and despair,

economical conditions, average of weekly allowance wa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quitting attempts. However, female students quitting

attempt was related to the smoking amount, purchasing method, the

recognition of public promotion, passive smoking exposure, experience of

electronic cigarettes, and high intake of caff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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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In this study, factors that are not known to be related with

smoking such as the purchase convenience or method, the experience of

electronic cigarettes, weight control, subjective happiness and others, were

investigated. Also this research was done with subjects who are currentl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which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other studies. For the success in quit smoking and the

development of a efficient quit smoking attempt policy, further studies must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trigger adolescence smoking. Furthermore,

research with multidimensional approach should be done to prevent the

fundamental reason of adolescence smoking.

Key words : Adolescent, Smoking, Smoking environment, Experience of

quit smoking attemp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