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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병사의 입대 전·후 흡연상태변화와 관련요인 연구

배경 및 목적 :  흡연은 다양하면서도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지만 국내외적으로 군인의 흡연율은 일반 성인 남성 흡연율 보다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군 입대 후 흡연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군인 흡연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2016년 2월 29일~3월 16일까지 육군 2개 부대를 방문하여 연구 관련 동의를 

구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520부를 배부하여 519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내용

의 오류가 있는 7부를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켜 512부를 설문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입대 후 금연여부 또는 흡연여부에 따라 구분한 후, 변수 간 차이와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카이제곱 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고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시점을 고려하여 

콕스비례위험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 입대 전 흡연율은 54.3%, 입대 후 흡연율은 50.1%로 입대 후에 흡연율이 

4.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 후 금연한 대상자는 64명(12.7%), 입대 후 흡연을 시작

한 대상자는 43명(8.5%)이었다.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 금연할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

관 흡연자 인원수가 4명 이상일 때보다 0~3명인 경우 금연할 오즈비가 2.15(95% CI :

1.06-4.32) 높았고,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금연할 오

즈비가 27.45(95% CI : 8.10-93.08) 높았으며,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결심한 경우 금연할 오즈비가 2.51(95% CI : 1.19-5.29) 높았다. 입대 후 흡연시

작시점을 고려한 생존 분석 결과,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대상자의 76.2%가 입대 후 4개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였고 상급자의 흡연권유 시 흡연 의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흡연 의지가 

있는 경우 흡연을 시작할 오즈가 21.93(95% CI : 10.12-47.80) 높았다.

결론 :  입대 후 흡연율은 입대 전보다 낮았지만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하

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가 있으면 흡연을 시작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군 금연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활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흡연, 육군 병사, 상태 변화, 군 입대,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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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흡연은 한국 남성 전체 암에서 41.1%의 원인이 되며 전체 심혈관 질환에

서  33.3%의 원인이 된다(Jung, 2012). 또한 잘 알려진 폐암, 심혈관 질환

을 포함한 52가지 질병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Carter, 2015). 이렇듯 흡연의 생물학적 타당성과 호흡기 질환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문헌들은 매우 광범위하며 인체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파괴적인 손실

과 가연성 담배 제품에 대한 마케팅, 판매, 소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낭비 

또한 알려진 사실로써 미국에서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2,890억 달

러에서 3,330억 달러 사이이다(보건복지부, 2014). 더욱이 2014년부터 담뱃

값이 인상된 이후 담배 시장에서 부각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더 안전하

다는 등의 담배 위험을 모호하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전자담배 이

용자가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2014년에 50가지 이상 보고되었는

데, FDA에서 보고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호흡 곤란, 두통, 기침, 어지러움, 인

후통, 콧물, 가슴 통증, 심혈관계 질환, 가려움과 입술 부종 같은 알러지 반응

이었다. 미국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부작용 14가지 발현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자담배 이용자의 57.9%가 부작용을 한 가지 이상 경험

하였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입과 목의 통증과 건조함이었다(Farsalinos, 

2014).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군에서의 금연 규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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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행태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에서 장병에 대한 금연 정책은 1995년 금연교육을 시작으로 1998년 군 

건강증진 규정 제정, 2005년 군병원 입원환자 전면 금연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1인당 월 15갑에서 월 5갑으로 축소 시행하여 2009년부터는 

면세담배 보급을 전면 폐지하였다. 면세 담배 폐지 후 2010년 흡연율은 

66.6%에서 62.4%로 4.2% 포인트 감소하였다(전성진, 2010). 이렇듯 군은 

군대 내 금연 확산을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군 금연사업 실

시 등을 통해 금연 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병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의 흡연율은 78.7%(하영호, 1994), 73.4%(정상조, 2001), 66.4%(남창국, 

2003), 62.4%(전성진, 2010), 59.5%(김지은, 2013)로 지속적으로 감소됨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와는 별개로 2013년 보건복지부 제 9차 청소년 건강행

태 온라인조사에 따른 청소년 흡연율은 2010년 16.6%, 2011년 17.2%, 

2012년 16.3%, 2013년 14.4% 임을 볼 때 청소년 시기의 흡연율과 입대 후 

흡연율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습관적 

흡연시작 연령은 22.3세로 대부분이 군 복무기간 중에 해당되는 연령이며 20

대 습관적 흡연자가 된 비율이 70.1%에 이르고 있다(김은주, 2007). 또한 

입대 전 비흡연자가 흡연하게 된 경우는 15%로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8.6%

보다 많았으며(정상조, 2001), 군 입대 후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량이 증가된

다(조준희, 1993)는 연구 결과와 군복무 시절 흡연량이 증가하거나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다(문인숙, 2002)는 결과에서도 군 입대 후에 흡연 습관

이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군 입대 후에 흡연 행태가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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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미국 군에 입대한 20대 초반 군인을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에서 흡연율은 입대 전보다 14주 기초군사훈련 후에 50% 증가하였

다(Shahar, 1991). 또한 미군의 전투 배치와 흡연 시작 및 흡연량 증가는 밀

접한 관련이 있었으며(Besa Smith, 2008) 미해군의 경우 입대 1년 후 흡연

량이 28%에서 41%로 증가하였고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군인은 12%였다

(Cronan, 1991). 대만의 경우 군사학교 입교 후 흡연을 시작한 비율은 

12.8%, 규칙적인 흡연자가 된 비율은 33.3%였으며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이

유는 첫 번째가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스트레스였다(Wang, 2009). 영국 

군인의 경우 군인이 하루에 피는 담배 개비수가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

으며 흡연량은 25세 이하의 군인이 가장 많았다(Fear, 2010).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군 입대 후 흡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

들로는 부대, 계급, 주특기, 학력, 한 달 용돈, 가족 내 흡연자수, 친한 동료 

중 흡연자 수가 있었으며(전성진, 2010), 군 흡연자의 향후 흡연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에서 흡연 유혹, 흡연자의 

부정적 이미지 신념, 학력, 흡연 시작시기, 흡연 태도, 본인의 흡연사실 가족

인지 여부, 장기적 신체 폐해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김지은, 2013). 또 

다른 연구에서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군 입대 전 친구 또는 부

대 내 동료의 흡연, 이성교제 여부, 음주 여부, 병영생활에 대한 만족도, 흡연 

장소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조, 2001). 즉, 군대 조직은 계급으로 

구분된 위계서열이 분명한 집단이며 의무적으로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금연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게 위해서는 군인 흡연 관련요인을 

토대로 개발된 특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군은 신규흡연자 발생 

억제와 금연 기회 제공을 위해 신병훈련소와 간부 양성기관의 금연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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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신병 교육대에서 금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대 배치 후 지속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흡연으로 이어지며(손연주, 2010) 군조직은 집단 

활동을 통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복종 및 굴종을 요구하여 병사들에

게 스트레스를 주고 군생활 적응을 방해한다(김명중, 2000). 이러한 여러 복

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군인 흡연율이 청소년 및 일반 성인 남성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군인에 있어서 흡연은 장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즉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저하시키고, 군사대비태세에 악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군인들의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유지와 전투준

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는 군의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금연은 매우 중요하

다(이동윤, 1997).  

   

  이렇듯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를 통하여 군 흡연 실태와 관련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입대 전과 후를 구분하여 흡연 상태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와 

전자담배 흡연 행태를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병사들의 입대 후 흡연상태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요인

들이 군 입대 후 금연 또는 흡연시작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군 입대 후 흡연 시작 시점까지의 기간 변화와 관련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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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육군 2개 부대의 병사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17일간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

석하여 병사들의 입대 전·후 흡연 상태 변화와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며 

군인 흡연 관련 연구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병사들의 일반적인 특성, 담배관련 인식, 금연광고 경험, 흡연관

련 부작용, 금연 의지, 흡연환경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육군 병사들의 입대 후 금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육군 병사들의 입대 후 흡연 시작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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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콕스비례위험 회귀분석

흡연양상 ·일반담배 흡연특성

          ·전자담배 흡연특성

담배인식 ·담배관련 인식

           ·금연광고 인식

           ·담배광고 인식

담배 부작용 ·일반담배 부작용

           ·전자담배 부작용

군생활 적응

니코틴 의존도

금연의지

흡연환경특성

입대 후 금연 여부

입대 후 흡연시작 여부

⇳
혼란변수

연령, 계급, 근무 개월 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수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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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육군 2개 부대의 일부 병사들을 대상

으로 입대 전·후 흡연 상태 및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연구자가 2016년 2월 29일 ~ 3월 16일까지 육군 2개 부대를 방문하여 

육군 병사 약 500명에 대해 연구 관련 동의를 구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

문지는 연구 대상자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설문을 중단한 경우나 답변의 내용에 논

리적 오류가 있는 응답자는 검토 과정을 통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설

문지는 육군 2개 부대에 총 520부를 배부하여 총 519부(99.8%)를 회수하였

으며 그 중 내용의 오류가 있는 7부를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켜 최종 분석 대

상은 총 512명으로 A부대 267명, B부대 24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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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흡연관련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 도구(전

성진, 2010; 전티나 등, 2014; 정한나, 2012; 손지원, 2006; 김혜련, 2015)

와 연구 결과(Farsalinos, 2014)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개발되었

으며 이후 무작위로 선정한 육군 병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설문 항목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지는 일반사항에 대한 11문항, 담배관련 인식 파악을 위한 7문항, 흡연 

행태(흡연량, 빈도, 기간, 니코틴 의존도, 담배 종류)에 대한 31문항, 금연 의

지에 대한 4문항, 흡연환경변화 관련요인에 대한 11문항, 간접흡연 노출경험

에 대한 문항 2문항으로 총 6개 영역의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

구는 국군의무사령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연구승인번호: 

AFMC-16018-IRB-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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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선정 및 정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계급, 군복무 개월 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

수준, 1주일 간 운동 상태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22세 이하와 23세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에 적용하였고 계급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구분

하였으며 군복무 개월 수는 6개월 이하, 7~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세 그

룹으로 나누어 분석에 적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좋

다’, ‘보통이다’,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로 구분하였고, 가족

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상, 중하, 하로 나누었다. 1주일 간 운동 상태는 ‘거

의 안함’부터 ‘3회 이상, 30분 이상, 땀 날 정도’의 운동량까지 5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 달 용돈은 10만원 이하부터 40만원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군 생활 적응 변수는 스트레스 수준, 군 생활 적응 시간, 군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

다’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군 생활 적응 시간은 1개월 이하부터 아직 미적

응까지 7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군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한다’로 구분하였다. 

  담배 관련 인식 변수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 담배에 대한 혐오감 

여부를 조사하였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은 ‘확실히 해롭다’, ‘아

마도 해로울 것이다’, ‘아마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절대 해롭지 않

다’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담배에 대한 혐오감 유무와 혐오감이 드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혐오감이 드는 이유 항목은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서’, ‘돈

이 많이 들어서’, ‘담배 냄새가 불쾌해서’, ‘담배를 끊기가 어려워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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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광고 및 금연 광고 인식 변수는 담배 광고성 문구를 보고 구매 충동여

부, 금연광고 인지 여부, 금연광고에 대한 평가, 금연 광고에 대한 구체적 느

낌, 금연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담배 광고를 본 

후 구매 충동은 유, 무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금연 광고 경험 유무와 금연 광

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광고를 보

고 금연 결심 여부에 대해 유, 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흡연 환경 특성 변수는 부대 내 금연구역 설정, 부대 내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성공 시 보장되는 제도 유무, 부대 내 상급자가 흡연을 권할 시 흡연 의

지,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의 흡연자 인원 수, 입대 후 담배 구입 장소, 입대 

후 담배 구매하기 더 쉬운지, 입대 후 담배 구하는 방법, 입대 후 담배 구하

기 더 쉬운지, 담배가격 인상 후 흡연량 변화, 입대 후 흡연 장소 접근성이었

다. 부대 내 금연구역 설정은 부대 전체 금연구역, 부대 내 일부만 금연구역, 

금연 구역 없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부대 내 금연클리닉 운영은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금연 성공 시 보장되는 제도는 ‘없다’, 외박, 외

출, 휴가로 구분하였고 부대 내 상급자가 흡연 권할 시 흡연 의지는 ‘분명히 

필 것이다’, ‘아마도 필 것 이다’, ‘아마도 피지 않을 것이다’로 나누었

다.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의 흡연자 인원수는 ‘없음’, ‘1~3명’, ‘4~6

명’, ‘6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입대 후 담배 구입 장소는 PX, 

편의점, 인터넷, 우편, 기타로 나누어 중복 응답 처리하였고 입대 후 담배를 

구하는 방법은 ‘구입한 적 없음’, ‘직접 구입’,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서’, ‘누군가 나에게 주어서’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담배 가격 인

상 후에 흡연량 변화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절반보다는 많으나 줄었

다’, ‘변화 없다’, ‘1.5배 이내로 늘었다’, ‘1.5배 이상으로 늘었다’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흡연 행태 변수는 담배 경험 유무를 나누었고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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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흡연자는 규칙적인 흡연 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반담배 흡연 특성 변수는 담배를 피기 시작한 이유, 흡연 시작 연령, 주

로 사용하는 담배 니코틴 용량, 흡연 시작 후 가장 많이 피운 담배, 최근 1달 

동안 가장 많이 피운 담배를 조사하였다. 담배를 피기 시작한 이유 항목은 친

구 권유, 호기심,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괴로운 일이 있어서, 강요 항목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흡연 시작 연령은 13세 이하, 14~19세, 20세 이상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에 적용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담배 니코틴 용량은 

0.5mg, 1mg, 1.5mg, 2mg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흡연 시작 후 가장 많이 

피운 담배와 최근 1달 동안 가장 많이 피운 담배에 대해 조사하였고 세부 항

목은 디스/디스 플러스, 더원, 레종, 보헴시가, 던힐, 말보로, 기타(직접기입)

와 같다.

  일반담배 부작용 경험 변수는 일반 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 경험과 흡연 후에 생긴 증상이 현재까지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고 부작

용 증상 14가지를 제시하고 중복 응답을 하게 하였다. 

  전자담배 사용 특성 변수는 전자담배 사용 경험 나이, 전자 담배 사용 이

유, 전자담배 상품명, 현재 전자담배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전자 담배 

사용 경험 나이는 14세~19세, 20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에 적용

하였다. 전자담배 사용 이유는 12가지 보기에 대해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

으며 현재 전자담배 사용 여부는 ‘예’, ‘아니오’로 응답하여 구분하였다.

  전자담배 부작용 경험 변수는 전자 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부

작용 경험, 전자담배 흡연 후에 생긴 증상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고 

전자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 경험은 14가지 질병에 대해

보기를 제시하고 중복 응답하게 하였다. 전자담배 흡연 후에 생긴 증상이 변

화가 있었는지는 ‘더 악화되었다’, ‘그대로 지속되었다’, ‘부분적으로 

증상이 없어졌다’, ‘완전히 증상이 없어졌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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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조사하였다.

  금연 의지 변수는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를 조사하였고 ‘분명히 

끊을 것이다’, ‘아마도 끊을 것이다’, ‘아마도 끊지 않을 것이다’, ‘절

대로 끊지 않을 것이다’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니코틴 의존도 검사 항목은 5가지 문항의 결과 값을 더한 후, Fagerstrom

의 니코틴 의존도 결과를 토대로 0~2점은 매우 낮은 의존도, 3~4점은 낮은 

의존도, 5점은 보통 의존도, 6~7점은 높은 의존도, 8~10점은 매우 높은 의

존도로 구분하였다(Heatherton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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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모든 통계적 분석은 SAS 9.4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과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고, 통계적인 유의 수준은  P-value 

값 0.05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육군 병사의 일반적 특성, 흡연 행태, 담배에 대한 인

식, 담배관련 부작용, 금연의지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하여 빈도와 평균값 등

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대 후 흡연상태변화에 따른 관련요인을 보기 위해 카

이 제곱 검정(Chi square test),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시점을 고려하여 콕스의 비례위

험 회귀분석(Cox's proportion hazards regression)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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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흡연 현황

1.1 대상자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율

  대상자 512명 중에서 일반담배 흡연 경험자는 351명(68.55%), 일반담

배 흡연 무경험자는 161명(31.45%)였다. 일반담배 흡연 경험자 중에서 일반

담배 현재 흡연자는 252명(49.21%)였으며 그 중에 일반담배 규칙적 흡연자

는 233명(45.5%), 일반담배 불규칙적 흡연자는 19명(3.71%)였다.

    대상자 512명 중에서 전자담배 흡연 경험자는 201명(39.26%)이었고, 

전자담배 현재 흡연자는 18명(3.52%), 전자담배 과거 흡연자는 183명

(35.74%)였다(그림 2).



- 15 -

전자담배
흡연경험자
총 201명
(39.26%)

일반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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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과 거 현 재

그림 2. 대상자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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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상자의 입대 전·후 흡연율

    대상자 512명 중에서 현재 흡연 상태에 대한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한 

503명을 대상으로 입대 전·후 흡연율을 알아보았다. 대상자의 입대 전 규칙

적 흡연율는 35.2%, 입대 전 불규칙적 흡연율은 19.1%, 입대 전 비흡연율은 

45.7%였다. 입대 후 규칙적 흡연율은 46.3%, 입대 후 불규칙적 흡연율은 

3.8%, 입대 후 비흡연율은 49.9%였다.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에도 계속 흡연한 경우는 규칙적 흡연자 중에 

85.3%, 불규칙적 흡연자 중에 60.5%였으며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 금연

한 경우는 규칙적 흡연자 중에 14.8%였고, 불규칙적 흡연자 중에 39.6%였

다. 반대로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에도 계속 비흡연일 경우는 81.3%,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에 흡연할 경우는 18.7%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입대 전·후 흡연율

입대 전 

흡연상태  

입대 후 흡연 상태

총원
규칙적 흡연자 불규칙적 흡연자 비흡연자

규칙적 흡연자 151(85.3%) 0(0.0%) 26(14.8%) 177(35.2%)

불규칙적 흡연자 47(49%) 11(11.5%) 38(39.6%) 96(19.1%)

비흡연자 35(15.2%) 8(3.5%) 187(81.3%) 230(45.7%)

계 233(46.3%) 19(3.8%) 251(49.9%) 5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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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상태 구분 빈도(백분율)

규칙적인 흡연 233(68.1)

평균(±표준편차)

하루 평균 흡연량(개비) 10.3(±4.1) 

매일 피운 기간(년 개월) 4년(±2.7) 
5개월(±3.0)  

불규칙적인 흡연 19(5.6)

평균(±표준편차)

한 달 평균 흡연량(개비) 25.7(±46.7)

한 달 평균 흡연 일수(일) 9.4(±8.9) 

과거 흡연 90(26.3)

평균(±표준편차)

금연 전까지 담배피운 기간(년 개월)
3.6년(±2.5)
3개월(±3.4)   

과거 흡연 시 하루 평균 흡연량(개비) 7.2(±6.1)

금연 기간(년 개월)
4.2년(±2.6)

4.1개월(±2.8)

1.3 일반담배 흡연 경험자의 흡연량

  일반담배 흡연 경험자 351명 중에 무응답자 9명을 제외하고 342명에 대

한 흡연량은 규칙적인 흡연자의 경우 하루 평균 10.3개비였고, 과거 흡연자의 

경우 과거 하루 평균 7.2개비였다. 불규칙적인 흡연자의 경우 한 달 평균 흡

연량은 25.7개비, 한 달 평균 흡연 일수는 9.4일이었다(표 2).

표 2. 일반담배 흡연 경험자의 흡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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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대 전·후 흡연 상태별 특성 분포

2.1 입대 전·후 흡연 상태별 일반적 특성

    대상자 503명을 입대 전·후 흡연 상태에 따라 입대 전·후 계속 흡연

군, 입대 후 금연군, 입대 전·후 비흡연군, 입대 후 흡연 시작군으로 구분하

여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7세(±1.4)로 

22세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32세였다. 

계급은 입대 후 흡연 시작군에서는 상병이 58.14%로 가장 많았고, 입대 전·

후 계속 흡연군, 입대 후 금연군, 입대 전·후 비흡연군에서는 일병이 가장 

많았으며 분율은 각각 37.43%, 43.74%, 42.78%였다. 군복무 개월 수는 네 

군 모두 13개월 이상이 가장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네 군 모두‘좋다’

가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 입대 후 금연군, 입대 

전·후 비흡연군에서‘중상’이 가장 많았고 각각의 분율은 55.50%, 

46.88%, 46.51%였으며 입대 전·후 비흡연 군에서는‘중하’가 51.34%로 

가장 많았다. 1주일 간 운동 상태는 네 군 모두 ‘3회 이상, 30분 이상 땀날 

정도’가 가장 많았고, 한 달 용돈은 네 군 모두‘10.1만원~20만원’이 가장 

많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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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입대 전·후
계속 흡연
(n=209)

입대 후 
금연

(n=64)

입대 전·후
비흡연

(n=187)

입대 후 
흡연시작
(n=43)

연령 20-22세 104(49.76) 36(56.25) 95(50.80) 23(53.49)

23세 이상 105(50.24) 28(43.75) 92(49.20) 20(46.51)

계급 이병 11(5.26) 2(3.11) 7(3.74) 1(2.33)

일병 78(37.43) 28(43.74) 80(42.78) 12(27.90)

상병 70(33.49) 24(37.50) 66(35.29) 25(58.14)

병장 50(23.92) 10(16.65) 34(18.18) 5(11.63)

군복무 

개월 수

6개월 이하 61(29.19) 16(25.00) 63(33.69) 8(18.61)

7~12개월 53(25.36) 21(32.81) 40(21.39) 15(34.88)

13개월 이상 95(45.45) 27(42.19) 84(44.92) 20(46.5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다 47(22.49) 21(32.81) 56(29.95) 13(30.23)

좋다 98(46.89) 26(40.63) 93(49.73) 15(34.88)

보통 53(25.36) 12(18.75) 30(16.04) 14(32.56)

좋지않다 11(5.26) 5(7.81) 8(4.28) 1(2.33)

매우 좋지 않다 0(0.00) 0(0.00) 0.(0.00) 0(0.00)

경제수준 상 9(4.31) 3(4.69) 9(4.81) 2(4.65)

중상 116(55.50) 30(46.88) 77(41.18) 20(46.51)

중하 75(35.89) 29(45.31) 96(51.34) 18(41.86)

하 9(4.31) 2(3.13) 5(2.67) 3(6.98)

1주일 간

운동상태

거의 안함 22(10.53) 8(12.50) 25(13.37) 7(16.28)

1~2회 30분 이하 34(16.27) 7(10.94) 19(10.16) 9(20.93)

1~2회 30분 이상, 땀날 정도 40(19.14) 10(15.63) 41(21.93) 7(16.28)

3회이상, 30분 이하 25(11.96) 5(7.81) 26(13.90) 6(13.95)

3회이상, 30분이상, 땀날 정도 88(42.11) 34(53.13) 76(40.64) 14(32.56)

한달용돈 10만원 이하 16(7.66) 7(10.94) 19(10.16) 4(9.30)

10.1~20만원 109(52.15) 36(56.25) 114(60.96) 24(55.81)

20.1~30만원 60(29.71) 14(21.88) 35(18.72) 11(25.58)

30.1~40만원 11(5.26) 2(3.13) 11(5.88) 1(2.33)

40만원 이상 13(6.22) 5(7.81) 8(4.28) 3(6.98)

표 3. 입대 전·후 흡연 상태별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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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입대 전·후
계속 흡연
(n=209)

입대 후 
금연

(n=64)

입대 전·후
비흡연

(n=187)

입대 후 
흡연시작
(n=43)

스트레스

수준

높은 편이다 59(28.23) 15(23.44) 38(20.32) 13(30.23)

보통 이다 114(54.55) 37(57.81) 113(60.43) 23(53.49)

낮은 편이다 36(17.22) 12(18.75) 36(19.25) 7(16.28)

군생활 

적응하는데 

걸린 기간

1개월 이하 67(32.06) 21(32.81) 59(31.55) 10(23.25)

2~3개월 110(52.63) 37(57.81) 101(54.01) 26(60.47)

3~6개월 18(8.61) 4(6.25) 17(9.09) 4(9.30)

6~9개월 3(1.44) 0(0.00) 5(2.67) 2(4.65)

9~12개월 1(0.48) 0(0.00) 0(0.00) 0(0.00)

12개월 이상 1(0.48) 0(0.00) 0(0.00) 0(0.00)

아직 미적응 9(4.31) 2(3.13) 5(2.67) 1(2.33)

군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30(14.42) 7(10.94) 22(11.83) 9(20.93)

만족한다 137(65.87) 41(64.06) 133(71.51) 25(58.14)

불만족한다 32(15.38) 15(23.44) 27(14.52) 8(18.60)

매우 불만족한다 9(4.33) 1(1.56) 4(2.15) 1(2.33)

2.2 입대 전·후 흡연 상태별 군생활 적응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네 군 모두‘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높은 편이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군생활에 적응하는데 걸린 기간은 네 

군 모두‘2~3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군생활 만족도는 네 군 모두‘만족 한

다’가 가장 많았다(표 4).

표 4.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 군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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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 일반담배 흡연 특성

    입대 전·후 비흡연자군을 제외하고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 입대 후 

금연군, 입대 후 흡연 시작군을 대상으로 일반담배 흡연 특성을 알아보았다. 

세 군 모두 흡연을 시작한 이유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으며 분율은 각각 

58.85%, 60.94%, 54.76%였다. 주로 사용하는 담배 니코틴 용량은 세 군 모

두 1mg이 각각 43.06%, 62.50%, 58.14%로 가장 많았다. 흡연 시작 후 가

장 많이 피운 담배는 세 군 모두 말보로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1달 동안 가

장 많이 피운 담배는 입대 후 금연군은 말보로가 18.75%로 가장 많았고, 입

대 전·후 계속 흡연군, 입대 후 흡연 시작군에서는 디스/디스 플러스가 각각 

28.02%, 30.23%로 가장 많았다(표 5). 

    일반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 경험을 한 경우는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 70.05%, 입대 후 금연군 64.06%, 입대 후 흡연 시작군 

76.04%였고, 현재 일반담배 부작용 경험을 한 경우는 입대 전·후 계속 흡연

군 41.26%, 입대 후 금연군 20.31%, 입대 후 흡연 시작군 38.10%였다. 경

험한 부작용 종류는 세 군 모두‘구강과 목의 건조함’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어지러움’순이었다. 흡연 후에 생긴 증상이 현재까지 있는 경우는 세 

군 모두‘구강과 목의 건조함’이 가장 많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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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입대 전·후
계속 흡연
(n=209)

입대 후 금연
(n=64)

입대 후 
흡연시작
(n=43)

흡연시작 

이유

친구권유 57(27.27) 22(34.38) 10(23.81)

호기심 123(58.85) 39(60.94) 23(54.76)

어른스러워보이고 싶어서 4(1.91) 0(0.00) 1(2.38)

괴로운 일이 있어서 17(8.13) 3(4.69) 6(14.29)

강요 2(0.96) 0(0.00) 0(0.00)

기타(직접기입) 6(2.87) 0(0.00) 2(4.76)

흡연시작

연령

13세 이하 7(3.35) 0(0.00) 0(0.00)

14세~19세 155(74.16) 48(75.00) 6(14.29)

20세 이상 47(22.49) 16(25.00) 36(85.71)

주로 

사용하는

담배 

니코틴용량

0.5mg 14(6.70) 1(1.56) 6(13.95)

1mg 90(43.06) 40(62.50) 25(58.14)

1.5mg 3(1.44) 1(1.56) 0(0.00)

2mg 5(2.39) 3(4.69) 4(9.30)

기타(직접기입) 97(46.41) 19(26.69) 8(18.60)

흡연 

시작 후

가장 많이 

피운 담배

디스/디스 플러스 8(3.83) 10(15.87) 6(13.95)

더원 7(3.35) 3(4.76) 3(6.98)

레종 15(7.18) 4(6.35) 2(4.65)

보헴시가 7(3.35) 4(6.35) 5(11.63)

던힐 11(5.26) 4(6.35) 1(2.33)

말보로 87(41.63) 21(33.33) 20(46.51)

기타(직접기입) 74(35.41) 17(26.98) 6(13.95)

최근 

1달 동안

가장 많이

피운 담배

디스/디스 플러스 58(28.02) 7(10.94) 13(30.23)

더원 25(12.08) 1(1.56) 3(6.98)

레종 40(19.32) 2(3.13) 5(11.63)

보헴시가 11(5.31) 6(9.38) 4(9.30)

던힐 3(1.45) 1(1.56) 1(2.33)

말보로 23(11.11) 12(18.75) 10(23.26)

기타(직접기입) 47(22.71) 35(54.69) 7(16.28)

표 5.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 일반담배 흡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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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 일반담배 부작용 경험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입대 전·후
계속 흡연
(n=209)

입대 후 
금연

(n=64)

입대 후 
흡연 시작
(n=43)

일반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 경험

예 145(70.05) 41(64.06) 33(76.74)

아니오 62(29.95) 23(35.94) 10(23.26)

현재 일반담배 부작용 경험 예 85(41.26) 13(20.31) 16(38.10)

아니오 121(58.74) 51(79.69) 26(61.90)

일반 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 경험

(중복 응답)

구강과 목의 건조함 91 23 20

어지러움 66 20 16

메스꺼움(오심) 58 14 14

기침 48 13 4

두통 34 12 7

구강과 목의 통증 25 3 5

가슴통증 20 3 3

입 또는 혀의 염증 10 2 0

호흡곤란 9 4 2

잇몸 출혈 4 2 0

코피 4 0 0

두드러기 3 1 0

알레르기 증상 3 1 0

흡연 후에 생긴 증상이 

현재까지 있는 경우

(중복 응답)

구강과 목의 건조함 61 6 16

기침 18 1 2

어지러움 15 4 2

가슴통증 13 3 1

두통 11 4 2

구강과 목의 통증 11 3 2

메스꺼움(오심) 10 3 1

호흡곤란 6 1 1

입 또는 혀의 염증 5 2 0

잇몸 출혈 3 4 0

코피 3 0 0

두드러기 2 2 0

알레르기 증상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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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 전자담배 흡연 특성

  전자담배 흡연자 총 201명을 대상으로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로 구분하

여 전자담배 흡연 특성 및 부작용을 알아보았다. 전자담배 흡연 경험 나이는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 입대 후 금연군, 입대 후 흡연 시작군 모두‘20세 

이상’이 각각 71.14%, 72.73%, 85.71%로 많았고, 전자담배 흡연 이유(중

복 응답)는 ‘건강 상 덜 해로워서’, ‘주변에 주는 건강 피해가 적어

서’,‘금연에 도움이 되어서’‘냄새가 나지 않아서’순으로 많았다. 윤활제 

1병에 첨가된 니코틴 용량은 입대 전·후 흡연군은 1~3mg이 41.61%, 

4~6mg이 33.5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입대 후 금연군에서는 1~3mg이 

41.38%, 0mg이 34.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

    전자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을 경험한 대상자는 입

대 전·후 흡연군은 29.45%, 입대 후 금연군은 33.33%, 입대 후 흡연 시작

군은 20%였으며 경험한 부작용은 세 군 모두‘구강과 목의 건조함’이 가장 

많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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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 전자담배 흡연 특성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입대 전·후
계속 흡연
(n=209)

입대 후 
금연

(n=64)

입대 후 
흡연 시작
(n=43)

전자담배 
흡연 경험 나이

14세~19세 43(28.86) 9(27.27) 2(14.29)

20세 이상 106(71.14) 24(72.73) 12(85.71)

현재 전자담배
흡연 여부

예 12(8.11) 4(12.12) 1(6.67)

아니오 136(91.89) 29(87.88) 14(93.33)

전자담배 

흡연이유

(중복응답)

건강상 덜 해로워서 48 4 3

주변에 주는 건강 피해가 적어서 43 6 1

금연에 도움이 되어서 42 9 3

냄새가 나지 않아서 40 11 3

유명인이나 중요한 사람이 사용해서 30 6 2

취향에 맞는 액상향 선택 가능해서 30 3 1

일반담배보다 경제적으로 적당해서 26 4 1

금연구역에서도 흡연 할 수 있어서 23 5 2

일반담배보다 수용적이어서 12 0 0

담배 맛이 더 좋아서 7 1 0

일반담배보다 더 멋있어 보여서 5 0 1

일반담배와 사용감이 동일해서 1 0 0

기타 13 6 4

윤활제 1병에
첨가된 
니코틴 용량

0mg 18(13.14) 10(34.48) 6(42.86)

1~3mg 57(41.61) 12(41.38) 5(35.71)

4~6mg 46(33.58) 6(20.69) 3(21.43)

7mg 이상 16(11.68) 1(3.4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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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입대 전·후 흡연상태별 전자담배 부작용 경험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입대 전·후
계속 흡연
(n=209)

입대 후 
금연

(n=64)

입대 후 
흡연 시작
(n=43)

전자 담배 부작용 경험 예 43(29.45) 11(33.33) 3(20.00)

아니오 103(70.55) 22(66.67) 12(80.00)

전자 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 경험

(중복 응답)

구강과 목의 건조함 26 8 2

기침 13 2 1

구강과 목의 통증 7 2 2

메스꺼움(오심) 7 1 3

어지러움 6 0 0

가슴통증 5 1 0

두통 2 1 1

호흡곤란 2 1 0

전자담배 흡연 후에 생긴 증상이 

변화가 있었는지

더 악화됨 1(0.69) 0(0.00) 2(13.33)

그대로 지속됨 18(12.41) 4(12.50) 0(0.00)

부분적으로 증상이 없어짐 6(4.14) 2(6.25) 0(0.00)

완전히 증상이 없어짐 5(3.45) 0(0.00) 0(0.00)

해당사항 없음 115(79.31) 26(81.25) 13(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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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대 후 금연 여부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

3.1 입대 후 금연 여부에 따른 관련요인 분포

    대상자를 입대 전부터 후까지 계속 흡연을 하는 군과 입대 전 흡연했다가 

입대 후 금연을 한 군으로 나누어서 관련요인 분포를 보았을 때,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보다 입대 후 금연군에서 담배를 더 해롭다고 인식하였고

(p<0.05),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보다 입대 후 금연군이 담배에 대한 혐오

감이 높았다(p<0.05). 금연광고 경험은 입대 후 금연군이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보다 많았고,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을 결심한 경우는 입대 전·후 계

속 흡연군보다 입대 후 금연군에서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표 9).

    입대 후 금연여부에 따른 흡연 환경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입대 후 담배 

구매하기 쉬운지’에 대한 응답은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에서 69.55%, 입

대 후 금연군에서 46.67%로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이 담배를 구매하기 더 

어렵다고 느꼈다(p<0.05).‘입대 후 담배 구하기 쉬운지’에 대한 문항은 입

대 전·후 계속 흡연군에서 66.35%, 입대 후 금연군에서 46.67%로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에서 담배를 구하기 더 어렵다고 느꼈다(p<0.05). 부대 

내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 문항은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에서

‘끊지 않을 것이다’가 59.33%, 입대 후 금연군에서‘끊을 것이다’가 

95.31%로 입대 후 금연군이 상급자가 금연을 권유할 시에 금연할 의지가 높

았다(p<0.05).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의 흡연자 인원수는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에서 4~6명이 가장 많았고 입대 후 금연군에서 1~3명이 가장 많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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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입대 후 금연여부에 따른 담배 관련 인식 및 금연광고 경험

  
입대 전·후 
계속 흡연자
(N=209)

입대 전 흡연 
입대 후 금연자

(N=64) p-value

  N(%) N(%)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 0.001*

확실히 해롭다 134(64.11) 56(87.50)

아마도 해로울 것이다 72(34.45) 8(12.50)

아마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2(0.96) 0(0.00)

절대 해롭지 않다 1(0.48) 0(0.00)

담배에 대한 혐오감 <.0001

혐오한다 76(36.36) 41(64.06)

혐오하지않는다 133(63.64) 23(35.94)

금연 광고(후두암 주세요) 경험 여부 0.021

예 158(75.60) 57(89.06)

아니오 51(24.40) 7(10.94)

금연 광고(후두암 주세요)에 대한 평가 0.008*

긍정적 91(57.23) 44(77.19)

부정적 33(20.75) 3(5.26)

아무느낌없다 35(22.01) 10(17.54)

금연 광고(후두암 주세요) 경험 후 금연 결심 여부 0.0001

예 88(55.97) 48(84.21)

아니오 70(44.03) 9(15.79)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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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입대 후 금연여부에 따른 흡연 환경 특성

  
입대 전·후 
계속 흡연자
(N=209)

입대 전 흡연 
입대 후 금연자

(N=64) p-value

  N(%) N(%)

입대 후 담배 구매하기 쉬운지 0.043

구매하기 쉽다 64(30.77) 27(45.00)

구매하기 어렵다 144(69.23) 33(55.00)

입대 후 담배 구하기 쉬운지 0.006

담배를 구하기 쉽다 70(33.65) 32(53.33)

담배를 구하기 어렵다 138(66.35) 28(46.67)

담배 가격 인상 후에 흡연량 변화 0.002*

절반 이하로 줄었다 19(9.13) 14(24.14)

절반보다는 많으나 줄었다 39(18.75) 1(1.72)

변화 없다 141(67.79) 43(74.14)

1.5배 이내로 늘었다 7(3.37) 0(0.00)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2(0.96) 0(0.00)

입대 후 흡연 장소의 접근성 0.622

흡연 장소를 찾기 쉽다 73(35.10) 19(31.67)

흡연 장소를 찾기 어렵다 135(64.90) 41(68.33)

부대 내 금연구역 설정 0.032

부대 전체 금연구역 20(9.57) 8(12.50)

부대 내 일부만 금연구역 184(88.04) 50(78.13)

금연 구역 없음 5(2.39) 6(9.38)

부대 내 금연클리닉 운영 0.500

예 137(65.55) 39(60.94)

아니오 72(34.45) 25(39.96)

부대 내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 <0.001*

끊을 것이다 85(40.67) 61(95.31)

끊지 않을 것이다 124(59.33) 3(4.69)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의 흡연자 인원수 0.051*

없음 2(0.96) 2(3.12)

1~3명 64(30.77) 31(48.44)

4~6명 73(35.10) 14(21.88)

6명 이상 69(33.17) 17(26.57)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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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 금연 할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 금연할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생활관 흡연자 

인원수, 입대 후 흡연 장소의 접근성, 금연 포상 유무,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여부,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 여부에 대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입대 후 흡연 장소의 접근성, 금연 포상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생활관 흡연자 인원수,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여부,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 복무 개월 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생활

관 흡연자 인원수가 4명 이상일 때 보다 0~3명인 경우 금연할 오즈비가 

2.15(95% CI : 1.06-4.32) 높았고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가 없는 

경우보다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 금연할 오즈비가 27.45(95% CI :

8.10-93.08)로 높았으며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을 하지 않은 경우보

다 금연 결심을 한 경우 금연할 오즈비가 2.51(95% CI : 1.19-5.29) 높았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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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입대 후 금연할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Model 1α Model 2β

  OR (95% CI) OR (95% CI)

생활관 흡연자 인원수(n=273)

4명 이상 1.00 1.00

0~3명 2.05(1.04-4.03) 2.15(1.06-4.32)

입대 후 흡연 장소의 접근성(n=273)

흡연 장소를 찾기 쉽다 1.00 1.00

흡연 장소를 찾기 어렵다 1.15(0.57-2.34) 1.33(0.64-2.78)

금연 포상 유무(n=273)

없다 1.00 1.00

있다 1.77(0.90-3.47) 1.84(0.89-3.80)

상급자의 금연권유 시 금연 의지(n=273)

끊지 않을 것이다 1.00 1.00

끊을 것이다 23.82(7.12-79.69) 27.45(8.10-93.08)

금연광고 경험 후 금연결심여부(n=273)

없음 1.00 1.00

있음 2.44(1.19-5.00) 2.51(1.19-5.29)

연령(n=273)

20-22세 1.09(0.53-2.22)

23세 이상 1.00

복무 개월 수(n=273)

6개월 이하 0.46(0.19-1.08)

7~12개월 이하 1.24(0.51-3.01)

13개월 이상 1.00

주관적 건강상태(n=273)

좋다 1.06(0.45-2.50)

보통 1.00

좋지않다 1.76(0.38-8.09)

경제수준(n=273)

상 0.87(0.16-4.88)

중 1.00

하 0.48(0.07-3.19)

α보정 안함  β연령, 복무개월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수준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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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대 후 흡연 시작여부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

4.1 입대 후 흡연 시작여부에 따른 관련요인 분포

    대상자를 입대 전·후 비흡연군과 입대 전 비흡연이다가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군으로 나누어서 관련요인 분포를 보았을 때, 입대 전·후 비흡연군에

서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경우는 72.97%였고 입대 후에 흡연을 시작한 

군에서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경우는 51.16%로 입대 전·후 비흡연군

이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높았다(p<0.05). 담배 광고성 문구 경험 후 구매 

충동 여부는 입대 전·후 비흡연군이 구매 충동을 느낀 경우는 7.48%,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군이 구매 충동을 느낀 경우는 39.54%로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군이 구매 충동이 더 높았다(p<0.05).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

한 경우는 입대 전·후 비흡연군은 93.88%,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군은 

80.25%로 입대 후 흡연 시작군보다 입대 전·후 비흡연군이 더 많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2).  

    부대 내 상급자가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에서는 입대 전·후 비흡연군에

서는‘절대로 피지 않을 것이다’가 81.28%로 가장 높았고, 입대 후에 흡연

을 시작한 군에서는‘아마도 필 것이다’가 53.49%로 가장 높아 두 집단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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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입대 후 흡연시작여부에 따른 담배 관련 인식 및 금연 광고 경험

  

입대 전·후 

비흡연자

(N=187)

입대 전 비흡연 
입대 후 흡연자

(N=43) p-value

  N(%) N(%)

담배에 대한 혐오감 0.005

혐오한다 135(72.97) 22(51.16)

혐오하지않는다 50(27.03) 21(48.84)

실내 공공장소 흡연 금지 찬성 여부 0.036

예 180(96.26) 38(88.37)

아니오 7(3.74) 5(11.63)

담배 광고성 문구 경험 후 구매 충동여부 <.0001*

자주 있었다 3(1.60) 7(16.28)

가끔 있었다 11(5.88) 10(23.26)

거의 없었다 34(18.18) 10(23.26)

전혀 없었다 139(74.33) 16(37.21)

금연 광고(후두암 주세요) 경험 여부

예 147(78.61) 32(74.42) 0.551

아니오 40(21.39) 11(25.58)

금연 광고(후두암 주세요)에 대한 평가

긍정적 118(80.27) 22(68.75) 0.282*

부정적 10(6.80) 3(9.38)

아무느낌없다 19(12.93) 7(21.88)

금연 광고(후두암 주세요) 경험 후 금연 결심 여부

예 138(93.88) 26(80.25) 0.02

아니오 9(6.12) 6(18.75)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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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입대 후 흡연시작여부에 따른 흡연 환경 특성

  

입대 전·후 

비흡연자

(N=187)

입대 전 비흡연 
입대 후 흡연자

(N=43) p-value

  N(%) N(%)

부대 내 상급자가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 <.0001*

분명히 필 것이다 3(1.60) 9(20.93)

아마도 필 것이다 6(3.21) 23(53.49)

아마도 피지 않을 것이다 26(13.90) 4(9.30)

절대로 피지 않을 것이다 152(81.28) 7(16.28)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의 흡연자 인원수 0.289*

없음 0(0.00) 1(2.33)

1~3명 81(43.32) 16(37.21)

4~6명 57(30.48) 13(30.23)

6명 이상 49(26.20) 13(30.23)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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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대 후부터 흡연 시작 시점까지의 기간 변화

     입대 후부터 흡연 시작까지의 기간을 생존 기간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생

존 함수를 추정하였다. 대상자 512명 중 입대 전 흡연자는 제외하고 230명

이 분석 대상이었으며 이 중에 입대 기간 동안 흡연 시작(event)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인 187명이 중도 절단된 자료(censored)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43명 중 42명(97.7%)이 입대 후 10개월 이전에 흡

연을 시작하였으며 그 중 32명(76.2%)은 입대 후 4개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

하였다(그림 4).

그림 4. 입대 후부터 흡연시작 시점까지의 기간 변화(Life-Table Surviva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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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대 후 흡연 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을 위한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흡연 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급자의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 생활관 흡연자 인원수, 담배에 대한 혐오감, 담배 광고 문구 경험 

후 구매 충동여부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그 결과 상급자의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 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외의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복무 개월 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급

자의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흡연을 시작할 오

즈가 21.93(95% CI : 10.12-47.52) 높았다(표 14).



- 37 -

표 14. 입대 후 흡연 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을 위한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Model 1α Model 2β

  HR (95% CI) HR (95% CI)

상급자 흡연권유 시 흡연의지(n=230)

피지않을 것이다 1.00 1.00

필 것이다 22.66(10.70-48.03) 21.93(10.12-47.52)

생활관 흡연자 인원수(n=230)

0~3명 1.00 1.00

4명 이상 0.88(0.46-1.66) 0.85(0.44-1.67)

담배 혐오감 유무(n=230)

유 1.00 1.00

무 0.87(0.45-1.70) 0.88(0.44-1.77)

스트레스 정도(n=230)

낮은 편이다 1.00 1.00

보통이다 1.01(0.41-2.46) 0.83(0.33-2.11)

높은 편이다 1.50(0.58-3.84) 1.46(0.54-3.91)

연령(n=230)

20-22 1.21(0.62-2.39)

23세 이상 1.00

복무개월수(n=230)

6개월 이하 1.13(0.43-2.99)

7~12개월 이하 1.53(0.73-3.24)

13개월 이상 1.00

주관적 건강상태(n=230)

좋다 0.88(0.11-6.91)

보통 1.56(0.19-12.73)

좋지않다 1.00

경제수준(n=230)

상 0.37(0.05-2.58)

중 0.35(0.09-1.22)

하 1.00

α보정 안함  β연령, 복무개월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수준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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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군 입대 후 흡연 행태 변화를 알아보고 입

대 후 흡연 시작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입대 전 흡연율은 54.3%, 입대 후 흡연율은 50.1%로 입대 

전보다 입대 후에 4.2% 감소했다. 병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의 흡연

율 78.7%(하영호, 1994), 73.4%(정상조, 2001), 66.4%(남창국, 2003), 

62.4%(전성진, 2010), 59.5%(김지은, 2013)과 비교하여 현재 흡연율은 지

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 금연한 비율은 12.7%였고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에 흡연을 시작한 비율은 8.5%로서 입대 후 금연한 비율

이 더 높았다. 이는 군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 흡연하는 비율이 담배를 

끊은 비율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정상조, 2001)와 차이가 있었는데 15년 간 

시행해 온 국가의 금연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의 흡

연율 감소와는 별개로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8.5% 이므로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0.3개비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

사에서의 성인 남성 하루 평균 흡연량인 14.74개비 보다 적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7세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습관적 흡연

시작 연령이 22.3세이고 20대 습관적 흡연자가 된 비율이 70.1%에 이른다

(김은주, 2007)는 점을 볼 때 군 입대 기간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간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흡연 특성을 보았을 때 흡연 시작 후 가장 많이 피운 담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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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로였고 입대 후 최근 1달 동안 가장 많이 피운 담배는 디스/디스 플러스

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입대 후 담배를 구매하는 장소가 주로 

PX(266명)라는 결과를 감안할 때 군 입대 후 담배 구매 장소에서 파는 담배

가 주로 피우는 담배 종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대 후 금연군보다 입대 전·후 흡연군에서 담배를 구매하기 더 어렵다고 느

꼈는데(p<0.05), PX에서 파는 담배 종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 일반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

(1시간 이내) 부작용 경험을 한 경우는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 70.05%, 

입대 후 금연군 64.06%, 입대 후 흡연 시작군 76.04%였고, 현재까지 일반담

배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입대 전·후 계속 흡연군 41.26%, 입대 후 금연군 

20.31%, 입대 후 흡연 시작군 38.10%였다. 경험한 부작용 종류는 세 군 모

두‘구강과 목의 건조함’이 가장 많았다. 전자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 부작용을 경험한 대상자는 입대 전·후 흡연군은 29.45%, 입대 후 금

연군은 33.33%, 입대 후 흡연 시작군은 20%였으며 경험한 부작용은 세 군 

모두‘구강과 목의 건조함’이 가장 많았다. 이는 미국인 19,000명을 대상으

로 전자담배 부작용 14가지 발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 이용자의 

57.9%가 부작용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하였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입과 목의 

건조함이었다(Farsalinos, 2014)는 결과와 거의 일치하며 부작용 경험 비율

의 차이는 군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남성 

흡연자의 경우 18세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흡연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전

체 사망자의 13.4%에 이르며(고숙자 등, 2013),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흡연은 거의 모든 질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군내 

전자담배 금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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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후두암 주세요’내용의 금연 광고 경험은 대상자의 78.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전체의 69.9%로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았는데, 이는 2015년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이 19세~59

세 성인 남녀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 광고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흡연 상태별로 나누어

서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입대 전·후 흡연군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7.23%, 입대 후 금연군에서는 77.19%로 입대 후 금연군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p<0.05)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 여부는 입대 전·후 흡

연군에서 55.97%, 입대 후 금연군에서 84.21%로 입대 후 금연군에서 더 높

았다. 또한 금연 광고 경험 후 금연을 결심한 군은 결심하지 않은 군보다 금

연할 오즈비가 2.51(95% CI : 1.19-5.29)로 높았다. 이렇듯 금연 광고가 금

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금연 광고를 계속 개발

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담배에 대한 혐오감은 입대 전·후 비흡연군 보다 입대 후에 흡연을 시작한 

군이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더 낮았으며(p<0.05) 입대 전·후 흡연군보다 입

대 후에 금연한 군이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더 높았다(p<0.05). 따라서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이 

필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 광고성 문구 경험 후 구매 충동 여부는 비

흡연군에 비해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군이 구매 충동이 더 높았다(p<0.05). 

이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담배광고 노출 후 구매 유혹

을 느꼈을 때 흡연할 확률이 높다(정한나, 2013)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 금연할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

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대 후 흡연 장소의 접근성, 금연 포상 유무, 부대 내 

금연 구역 설정, 부대 내 금연 클리닉 운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생

활관 흡연자 인원수,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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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금연 의도에 미치는 변수는 금연 희망 여부이고 부

내 내 보상제도 유무, 금연 구역 설정은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김태욱, 2001)와 일치하였다. 생활관 흡연자 인원수가 4명 이상일 때 

보다 0~3명일 때 금연할 확률이 높았는데 친한 동료 중 흡연자 수가 금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결과(전성진, 2010)와 비교해 볼 때 친한 동료보다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료들이 금연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가 없는 경우 보다 금연 의지가 있는 

경우 금연할 오즈비가 27.45(95% CI : 8.10-93.08) 높았는데 군조직의 특

성상 집단 환경과 계급적 구조의 영향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입대 후부터 흡연 시작까지의 기간을 생존 기간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43명 중 42명(97.7%)이 입대 

후 10개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그 중 32명(76.2%)은 입대 후 4개

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군 입대 후 10개월 이전에 흡연 습관이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이병 시기인 4개월 이전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군내 흡연 예방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대 내 상급자의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는 입대 전·후 비흡연군에 비해 입대 후에 흡연을 시

작한 군이 더 높았으며(p<0.05), 상급자의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흡연을 시작할 오즈가 21.93(95% CI : 10.12-47.52)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군 입대 후 흡연자가 금연할 요인으로 상급자의 금

연 권유 시 금연 의지가 유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의 집단 환경과 계급 구

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수도권 2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전체 육군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둘째, 입대 전 흡연 습관에 대해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할 당시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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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

인 면담을 통한 조사에 비해서 응답 내용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향후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

한다. 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군 

흡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적인 흡연 예방 

과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군 입대 후 흡연행태 변화 연구와 군 전역 후의 흡연 행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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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육군 병사의 입대 후 흡연 행태 변화를 알아보고 입대 후 흡연 

시작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육군 2개 부대 병사 512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

입식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사용 행태, 담배관련 인

식, 흡연관련 부작용, 금연 의지, 흡연환경특성, 간접흡연 노출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입대 후 흡연 상태에 따른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대 전 흡연자가 입대 후 금연할 요인은 생활관 흡연

자 인원 수, 상급자의 금연 권유 시 금연 의지, 금연광고 경험 후 금연 결심 

여부였으며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할 요인은 상급자의 흡연 

권유 시 흡연 의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입대 전 비흡연자는 입대 후 

4개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군대 내 금연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대 4개

월 이전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대 전 비흡연자가 입대 후에 흡연을 시작하면 전역 후에도 지

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역 전까지 지속적인 금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흡연 예방 프로그램 정립이 필요하다.

  20대 초반의 시기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대부분의 흡연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에서의 

금연 및 흡연예방 운동은 강조되어야 한다. 군은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하

며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부대는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전역 후까지도 

지속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군 금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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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서식 3-1.                                                                    Ver. 1.0

군 입대 전·후 흡연행태조사 설 명 문 

  본 연구는 군 입대 전·후 담배 사용 실태와 군 입대 후 환경변화에 관한 

설문으로 진행되며 본 설문지를 통해 흡연하는 군인들의 행태 분석과 입대 후 

환경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설문 참여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본 연구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연구 종료와 함께 전수 폐기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설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으며,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의무사령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윤리적, 과학적으로 승인된 

연구입니다. 추후 귀하는 이 설문과 관련된 어떠한 문의사항이라도 

연구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담당자 계급/성명 :  대위 유 미

연 구 담 당 자  연 락 처 :  군)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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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관리번호

연구대상자 동 의 서

1.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

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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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O 또는 ’ü’하여 주세요.

1. 귀하의 연령은? ____________세

2. 계급 

1) 이병  2) 일병  3) 상병  4) 병장

3. 입대일자 :  __________년 ______월

4. 보직 : ______________________

5. 본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1) 매우좋다  

2) 좋다  

3) 보통 

4) 좋지않다

5) 매우 좋지 않다

6. 본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

한다고 생각하나요?

1) 상 

2) 중상  

3) 중하 

4) 하

7. 1주일간 운동 상태는 어떠한가요?

1) 거의 안함 

2) 1~2회로 30분 이하

3) 1~2회로 30분 이상, 땀 날정도

4) 3회 이상, 30분 이하

5) 3회 이상, 30분 이상, 땀 날 정도

8. 한달 용돈은 얼마인가요?(월급 포함)

1) 10만원 이하

2) 10.1~20만원

3) 20.1~30만원

4) 30.1~40만원

5) 40만원 이상

9. 현재 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요?

1) 높은 편이다

2) 보통이다

3) 낮은 편이다

10. 내 자신이 군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느정도 시

간(개월)이 걸린 것 같나요?

1) 1개월 이하

2) 3~6개월

3) 6~9개월

4) 9~12개월

5) 12개월 이상

6) 아직 미적응

11. 현재 군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불만족한다

4) 매우 불만족한다

담배관련인식

12. 담배가 자신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나요?

1) 확실히 해롭다

2) 아마도 해로울 것이다

3) 아마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4) 절대 해롭지 않다

13. 담배에 대해 혐오감이 있나요?

1) 예(13-1 질문에 답해주세요)

2) 아니오

13-1. 혐오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서

  2) 돈이 많이 들어서

  3) 담배 냄새가 불쾌해서

  4) 담배를 끊기가 어려워서

  5)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

14. 담배 광고를 어디서 가장 많이 보았나요?

   (하나만선택)

1) 본 적 없다

2) 영화

3) 텔레비전

4) 신문

5) 잡지

6) 영외 출타 후 일반거리

7) 기타(직접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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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담배 광고성 문구나 사진을 보고 담배를 사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 자주 있었다

2) 가끔 있었다

3) 거의 없었다

4) 전혀 없었다

16. TV 금연 광고 중에 “후두암 1mg 주세요”, “폐

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 광고 중 

한 가지 이상을 본 적이 있나요?

1) 있다(16-1,16-2,16-3번 문항에 답해주세요)

2) 없다

16-1. 광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1)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3) 아무 느낌 없다.

16-2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1) 담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들었다

  2) 광고 내용이 흥미로웠다

  3) 광고가 설득력이 있었다

  4) 광고를 이해하기 쉬웠다

  5)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3. 광고를 보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1) 예

2) 아니오

17. 밀폐된 실내 공공장소(학교, 상점, 식당, 쇼핑

몰, 공연장, PC방, 노래방 등)에서 흡연을 금지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나요?

1) 예     2)아니오

18. 실외 공공장소(운동장, 거리, 건물 입구, 공원, 

바닷가, 놀이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을 금

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나요?

1) 예     2)아니오

흡연행태

19.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

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 2) 아니오에 응답한 사람은 7쪽 58번 문항으

로 바로 넘어가서 계속 응답해주세요 )

20. 처음 담배를 피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친구권유

2) 호기심

3)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4) 괴로운 일이 있어서

5) 강요

6)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_____

21. 다음 유형의 담배 중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험

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주세요

1) 일반담배

2) 일반담배 중 ‘캡슐’ 담배

3) 일반담배 중 ‘멘톨’ 담배

4) 전자담배

5) 파이프담배

6) 엽권련(시가)

7) 종이에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각련)

8) 씹는 담배

9) 머금는 담배(스누스)

10) 냄새맡는 담배(코담배, 스너프)

11) 물담배

22. 처음 흡연 시작 연령? _______세

23. 현재 주로 사용 중이거나 과거 사용했던 담배

의 mg은 얼마인가요?

1) 0.5mg

2) 1mg

3) 1.5mg

4) 2mg

5) 기타(직접기입) :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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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흡연 시작 후 가장 많이 피운 담배 제품 종류

는?(하나만 선택)

1) 디스/디스 플러스

2) 더원

3) 레종

4) 보헴시가

5) 던힐

6) 말보로

7)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25. 최근 1달 동안 가장 많이 피운 담배 제품 종

류는?(하나만 선택)

1) 디스/디스 플러스

2) 더원

3) 레종

4) 보헴시가

5) 던힐

6) 말보로

7)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26. 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해당되는 보

기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1) 구강과 목의 건조함  2) 구강과 목의 통증

3) 두통                4) 잇몸 출혈

5) 메스꺼움(오심)       6) 입 또는 혀의 염증

7) 코피                8) 호흡곤란

9) 기침                10) 두드러기

11) 가슴통증           12) 어지러움

13) 알레르기 증상(가려움, 입술 부종)

14)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없음

27. 현재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해당 증상이 

흡연 후에 생긴 경우, 증상에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1) 구강과 목의 건조함  2) 구강과 목의 통증

3) 두통                4) 잇몸 출혈

5) 메스꺼움(오심)       6) 입 또는 혀의 염증

7) 코피                8) 호흡곤란

9) 기침                10) 두드러기

11) 가슴통증           12) 어지러움

13) 알레르기 증상(가려움, 입술 부종)

14)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없음

28. 입대 전에 비흡연 또는 금연 성공을 했었으나 

군 입대 후부터 흡연을 하였나요?

1) 예(28-1, 28-2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2) 아니오

28-1. 입대 후 언제부터 흡연을 시작하였나요?

1) 입대 후 0~6주(훈련소 기간 중)

2) 훈련소 수료~자대 배치 전(보충대 대기기간 중)

3) 자대 배치 후 1개월

4) 자대 배치 후 2~6개월

5) 자대 배치 후 7~12개월

6)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_____

28-2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동기

는 무엇인가요?(하나만 선택)

1) 호기심

2) 입대 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3) 전우들과의 대인관계 유지

4) 흡연 모습이 멋져보여서

5) 선임자의 권유

6)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__

29. 현재 담배를 얼마나 피우나요?

( 1),2),3) 문항 중 하나에 응답해주세요 )

1) 매일 피움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매일 피운 기간   년   개월
  

  

2) 가끔 피움

한 달 평균 흡연량 개비

한 달 평균 흡연 일수       일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금연 전까지 담배피운 기간   년  개월

과거 흡연 시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담배를 끊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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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38번 질문에 대한 답은 입대 전과 입대 

후를 각각 구분하여 ‘O 또는 ’ü’하여 주세요.

30. 한달 동안 담배를 한 번이라도 피운 날은 며칠 

인가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피운 적 없다

2) 1~2일

3) 3~5일

4) 6~9일

5) 10~19일

6) 20~29일

7) 30일 이상(매일)

31. 담배를 하루에 몇 개비나 피우나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피운 적 없다

2) 1개비

3) 2~5개비

4) 6~10개비

5) 11~20개비

6) 21~30개비

7) 31개비 이상

32. 담배를 피울 때 주로 담배 연기를 얼마나 깊이 

들이마셨나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

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피운 적 없다

2) 거의 들이마시지 않았다

3) 약간 들이마셨다

4) 보통 정도로 들이마셨다

5) 깊게 들이마셨다

33. 한 개비를 태우는 길이는 주로 어느 정도였나

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피운 적 없다

2) 3분의 1정도 태웠다

3) 반 정도 태웠다

4) 3분의 2정도 태웠다

5) 끝까지 태웠다

34.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나

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5분 이내

2) 6~30분 이내

3) 31~60분 사이

4) 60분 이후

5) 피운 적 없다

35. 금연 구역(도서관, 극장, 병원, 사무실 등)에서 

담배를 참기 어렵나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

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예

2) 아니오

3) 피운 적 없다

36.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아침 첫 담배

2) 그 외의 담배

3) 피운 적 없다

37. 오후와 저녁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

주 피우나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예

2) 아니오

3) 피운 적 없다

38.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울건가요?(입대 전후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입대 전 입대 후

1) 예

2) 아니오

3) 피운 적 없다



- 55 -

※ 39 ~ 47번은 전자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 본 
적 있는 사람만 답해주세요

39. 전자담배를 처음 피워본 나이는?_______세

40. 전자담배를 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1) 금연에 도움이 되어서
2) 금연 구역에서도 흡연을 할 수 있어서
3) 일반담배보다 건강상 덜 해로워서
4) 일반담배보다 더 멋있어 보여서
5) 일반담배보다 주변인에게 주는 건강상 피해가 적어서
6) 일반담배보다 비흡연자들에게 수용적이어서
7) 내 취향에 맞는 액상 향을 선택할 수 있어서
8)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경제적으로 적당해서
9)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사람  

    들(친구, 선배, 가족 등)이 사용하고 있어서
10) 냄새가 나지 않아서
11) 일반담배와 사용감이 동일해서
12) 담배 맛이 더 좋아서
13)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1. 주로 피운 ‘전자 담배(펜형 충전식)’의 첨가제

(윤활제) 1병 구입 시 용량은 몇 ml 입니까?

(하나만 선택)

1) 20ml  

2) 25ml  

3) 30ml  

4) 35ml  

5) 40ml 

※ 위 용량 중 해당 용량이 없으면 기입해 주세요.

6) 기타                   ml

42. 주로 피운 ‘전자 담배’의 액상 첨가제(윤활제) 

1병에 넣은 순수 니코틴 용량은 얼마입니까?

펜형 충전식 

전자담배

일회용

전자담배

1) 0mg(니코틴이 없는 카트리지)

2) 1 ~ 3mg

3) 4 ~ 6mg

4) 7 ~ 12mg

5) 13 ~ 17mg

6) 18mg 또는 18mg 이상

43. 전자담배 한 번 총 용액을 가득 주입 한 후 다 

떨어질 때(다 피울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           시간

44. 전자담배 사용 중 또는 직후(1시간 이내)에 다

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1) 구강과 목의 건조함  2) 구강과 목의 통증

3) 두통                4) 잇몸 출혈

5) 메스꺼움(오심)       6) 입 또는 혀의 염증

7) 코피                8) 호흡곤란

9) 기침                10) 두드러기

11) 가슴통증           12) 어지러움

13) 알레르기 증상(가려움, 입술 부종)

14)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없음

45. 전자담배 흡연을 계속하면서 위의 44번 문항의 

증상들이 변화가 있었나요?

1) 더 악화되었다

2) 그대로 지속되었다

3) 부분적으로 증상이 없어졌다

4) 완전히 증상이 없어졌다

5) 해당 사항 없음

46.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 사용했던 전자담배 

상품명은?(하나만 선택)

1) 저스트 포그           2) 하카

3) 라미야                4) 듀바코

5) 에바코

6) 기타(직접기입) : _________________________

47. 현재, 전자담배를 피고 있나요?

1) 예(47-1, 47-2 질문에 답해주세요)

2) 아니오

47-1. 현재, 전자담배를 끊고 싶나요?

1) 매우 끊고 싶지 않다

2) 끊고 싶지 않다

3) 끊고 싶다

4) 매우 끊고 싶다

47-2. 전자담배를 끊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

는 무엇인가요?(하나만선택)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 주변인(친구, 가족 등)이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3) 건강이 나빠져서

4) 냄새가 많이 나서

5)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

6)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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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의지

48. 자신이 전역 후에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생각

하나요?

1) 분명히 피울 것이다

2) 아마도 피울 것이다

3) 아마도 피우지 않을 것이다

4) 절대 피우지 않을 것이다

49. 현재까지 금연 시도를 몇 번이나 해보았나요?

1) 1번

2) 2-5번

3) 6-9번

4) 10번 이상

5) 시도해 본 적 없다

50. 만일 상급자가 금연을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건가요?

1) 분명히 끊을 것이다

2) 아마도 끊을 것이다

3) 아마도 끊지 않을 것이다

4) 절대로 끊지 않을 것이다

51. 현재, 담배를 끊고 싶나요?

1) 매우 끊고 싶지 않다(51-1 질문에 답해주세요)

2) 끊고 싶지 않다(51-1 질문에 답해주세요)

3) 끊고 싶다(51-2 질문에 답해주세요)

4) 매우 끊고 싶다(51-2 질문에 답해주세요)

51-1. 계속 흡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

  1)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 병사들과의 대인관계 유지

  3) 흡연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해서

  4) 금연 시도가 어려워서

  5) 흡연하는 것이 좋아서

  6) 전역 후에 금연하고 싶어서

  7)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

51-2. 금연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2) 친구가 금연을 원해서

3) 가족이 금연을 원해서

4) 이성친구가 금연을 원해서

5) 건강이 나빠져서

6) 냄새가 많이나서

7) 학업에 지장을 주어서

8)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

흡연환경변화 관련요인

52. 입대 후 주로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는 어디인

가요?(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1) 입대 후 구입한 적 없다

2) PX(영내 충성클럽)

3) 외박/외출 시 편의점

4) 인터넷

5) 우편(주문서 작성)

6)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____

53. 입대전보다 입대 후에 담배를 “구매하기” 더 

쉽나요?

1) 예                   

2) 아니오

54. 군생활 중 담배를 어떻게 구하나요?

1) 입대 후 구입한 적 없다

2) 직접 구입

3)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구입

4)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주어서 

5) 주워서

6) 기타(직접기입):_____________________

55. 입대 전과 비교하여 입대 후에 담배를 “구하

기” 더 쉬운가요?

1) 예                  2) 아니오

56. 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 후에 

흡연량 변화가 있나요?

1) 절반(1/2) 이하로 줄었다(예: 20개비→10개비 이하)

2) 절반보다는 많으나 줄었다(예: 20개비→11~19개비)

3) 변화 없다

4) 1.5배 이내로 늘었다(예: 20개비→21~29개비)

5) 1.5배 이상으로 늘었다(예: 20개비→30개비 이상)

57. 입대 전보다 입대 후에 담배 피울 곳을 찾기가 

더 쉽나요?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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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번부터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까지는 비흡연

자와 흡연자 모두 응답해 주세요.

58. 부대 내 금연 구역이 설정되어 있나요?

1) 부대 전체 금연 구역

2) 부대 내 일부만 금연 구역

3) 금연 구역 없음

59. 부대 내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나요? 

1) 예

2) 아니오

60. 부대 내 금연 성공 시 보상되는 제도가 있나

요?

1) 없다

2) 외박/외출

3) 휴가

4) 기타(직접기입) : _______________________

61. 만일 부대 내 상급자가 흡연을 권한다면 담배

를 필 건가요?

1) 분명히 필 것이다

2) 아마도 필 것이다

3) 아마도 피지 않을 것이다

4) 절대로 피지 않을 것이다

62.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의 흡연자는 몇 명 인가

요?

1) 없음

2) 1~3명

3) 4~6명

4) 6명 이상

입대 전/후 간접흡연 노출경험

63. (입대 전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경우가 있었나요?

1) 예(63-1, 63-2 질문에 답해주세요)     

2) 아니오

63-1. (입대 전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된 횟수는 얼마인가요?

1) 주 1~2회
2) 주 3~4회
3) 주 5~6회
4) 매일

63-2 (입대 전 1년 동안) 하루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은 얼마 인가
요?

________________분

64. (입대 후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경우가 있나요?

1) 예(64-1, 64-2 질문에 답해주세요) 

2) 아니오

64-1. 부대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에 노출된 횟수는 얼마인가요?

  1) 주 1~2회

  2) 주 3~4회

  3) 주 5~6회

  4) 매일

64-2 하루에 부대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

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은 얼마인가요?

________________분

▷ 다음장에 계속 됩니다. 계속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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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표의 나누어진 입대 전 시기에 따라 비흡연/과거흡연/현재흡연 중 해당하는 곳에 ‘O’ 표시해주세

요.

  ※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부터 흡연을 시작했다면 중1, 중2 칸에는 비흡연에 ‘O’ 표시를 하고 중3부터 

흡연상태에 ‘O’ 표시를 합니다.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중학교 1년 중학교 2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1년 고등학교2년 고등학교3년

비흡연상태

흡연하다가 
끊은 상태

흡연상태

          

※ 아래의 두 개의 표 중에 응답자의 졸업 후 상태에 맞추어 둘 중 하나의 표에만 응답해주세요

대학,전문대학입학 취업 또는 기타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입대 전까지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입대 전까지 시기

1년 2년 3년
4년 

이상
1년 2년 3년

4년 

이상

비흡연상태
비흡연상

태

흡연하다가 
끊은 상태

흡연하다
가 끊은 

상태

흡연상태 흡연상태

66. 다음 표의 입대 후 개월 수에 따라 비흡연/과거흡연/현재흡연 중 해당하는 곳에 ‘O’ 표시해주세요.

  ※ 예를들어 입대 후 5개월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15개월에 끊었다면 1개월~ 4개월은 비흡연에 ‘O’ 표시

를 하고 5개월부터는 흡연상태에 ‘O’ 표시를 하며 15개월부터는 흡연하다가 끊은 상태에 ‘O’ 표시를 

합니다.

군입대 후 ~ 현재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14

개월

15

개월

16

개월

17

개월

18

개월

19

개월

20

개월

21

개월

비흡연상태

흡연하다가 
끊은 상태

흡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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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changing smoking status and related factors

before and after joining military service

Yu, M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is well known that smoking leads to various 

and fatal disease while the smoking rate of soldiers in the army is higher 

than ones of the male in the public. This thesis was about to analyze 

soldiers’smoking behavior after joining the army and smoking related 

factors.

The methodology: A survey had been conducted by 512 soldiers from 

February 29th 2106 to March 16th. 51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mong 

a total of 520 and 512 questionnaires were lastly selected except seven 

which included error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ir smoking status. Chi-squared 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association between the categorial 

variables. Cox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 were performed considering the 

time the subjects smoked first since they had got recru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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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e smoking rate was changed from 54.3 

percent to 50.1 before and after entering the military. The subjects stopping 

smoking after enlisting were 64, 12.7 percent while those starting to smoke 

43, 8.5 percent. The odds-ratio of stopping smoking was 2.15(95% CI :

1.06-4.32) higher when the number of smokers in a barrack was zero to 

three than over four, checking the odds that smoking soldiers were to stop 

smoking after joining the camp. The odds-ratio was 27.45(95% CI :

8.10-93.08) higher in case of seniors’ recommendation of stopping while 

2.51(95% CI : 1.19 - 5.29) higher with the experience of anti-smoking ads. 

According to survival analysis of the time of starting to smoke in the army, 

within four months were 76.2 percent of the subjects who started to smoke 

after joining the military camp. Meanwhile, the odds of smoking was 

21.93(95% CI : 10.12-47.80) higher with seniors’ recommendation of 

smoking if soldiers have future smoking intention than they do not.

Proposals: Solders’ smoking rate after joining the military camp became 

lower than before. The opposite cases, however, were not few. Especially 

the risk of starting for non-smokers to smoke was high with their seniors’ 

recommendation. The non-smoking campaigns in the military, therefore, 

should focus on not just smokers but non-smoker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ampaigns, uti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additional studies and policy development.  

Keywords : smokingstatus change, soldier, militaryservice, cox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