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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공군 흡연 장병의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 금연클리닉 방문자를 대상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자담

배의 사용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건강 유

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

자담배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군 흡연 

장병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용실태와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군 

부대 내 효율적인 전자담배 관리 방안과 금연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건강증진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공군 각 10개 부대에서 복무 중이며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병사 500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일반담배 사용실태, 전자담배 사

용실태, 전자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인식 등 5개 영역 4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8일

까지 총 23일간 시행되었으며, 불충분한 답변 등의 건수를 제외하고 총 445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는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일반담배보다 건강상 해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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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등의 이유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기체의 간접 흡입에 대해서는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주로 지인들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

이 없고, 법적 규정에 대한 인식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

경험 여부와 관련이 있는 일반담배 흡연요인으로는 일반담배 흡연기간과 흡연

시작 시기로 분석되었다.

결론  군 흡연 장병들의 절반 이상이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전

자담배를 사용 중인 가운데, 전자담배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접하고 있

으며 그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해성, 법적 규제에 대한 인식도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규제 확립 등이 요구된다. 

핵심어 : 전자담배, 공군 흡연 장병, 사용실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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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비감염성질환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

(UN)의 전략 중 흡연은 전 세계 주요사망 원인 질환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이성규 등, 2014). 흡연은 개인뿐만 아니

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WHO, 2013).

  2015년 7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흡연실태 수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35% 수준으로 2014년 43.1% 대비 약 11% 가량 대폭 감소

하였고, 최근 1년 내 흡연자 7명 중 1명이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5년에 실시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금연정책이 흡연

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나 이는 

2012년 OECD 평균인 24.9% 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대부분 20대의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 조직은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

율을 나타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96년 전 군을 대상으로 한 흡연 실태

조사에서 병사들의 흡연율은 같은 해 우리나라 민간인 남성의 흡연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정소진 등, 1996), 국내외 연구를 통해 군 입대 후 흡연

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발표된 바가 있다(지연옥, 1989; Schei E et 

al., 1994). 그러나 현재 군 내부적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

위기에 맞춰 장병들의 흡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면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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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제도 폐지 등의 정책적 규제와 함께 금연클리닉 및 각종 보건 교육을 통해 

군대가 담배를 배우는 곳이 아닌 금연을 하는 곳으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 장병 흡연율은 2005년 59%에서 

2009년 48.4%, 2010년 47.2%로 감소하였고(연합뉴스, 2010), 2014년 육·해·

공군 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 결과 간부의 현재 흡연율은 

44.8%, 병사의 현재 흡연율은 43.8%로 나타났다(국군의무사령부, 2015). 같은 

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3.1% 임을 감안할 때, 군 

복무가 흡연 경험이나 흡연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014년 9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급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와 동시

에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에서는 만 19세 이상 남성의 전자담배 평

생사용률은 13.9%, 현재사용률은 4.4%로 전자담배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제로 2015년 1월 담뱃값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찾고 있다. 2015년 전자담배기기의 수입금액이 

전년에 비해 24배 오르고(한국소비자원, 2015), 전자담배와 관련된 특허 출원

이 2배가 넘는 등(조재신, 2015) 전자담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

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2003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에

는 2007년에 들어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신호상, 

20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

된 액상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전자니코틴전달시스템으로 니코틴을 포함할 수 있는 액상을 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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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사용자가 흡입하는 제품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카트리지와 탱크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니코틴을 포함한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으로 1회용 제품 및 

리필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전자담배의 구성을 살펴보면 배터리부, 기화기부, 흡입대의 세부분으로 나

뉘고 기화기부에 담겨있는 액상을 가열해 기화된 액체를 들이마시는 구조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전용 액상에는 니코틴,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제조사에 따라 니코틴 함

유량이 다르며 과일·커피·멘솔 등 다양한 향을 포함한 제품들도 있다. 액상 

중 니코틴 1% 이상 포함 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되고,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와 함께 전자담배와 관련된 건강문제와 안정성에 대해

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각국은 실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하고,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의 광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WHO, 2014). 유

럽연합(EU)은 담배규제지침을 통해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으로 가는 관문이

자 연초 담배 소비로 발전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EU, 

2014),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안

전용기 의무화 등 개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US, 2015).

  전자담배와 관련된 국내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6조

에서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 

담배사업법 제 12조를 통해 소매인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전자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니코틴 함량 표시 기준 부재, 니코틴 

함유 액상의 농도 제한을 위한 안전장치 미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허

위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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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비자원, 2015), 일반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전자담배

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기체상 발암성분을 공개하였고, 금연

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

지부, 2015). 그러나 여전히 전자담배 판매점들은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

해 전자담배는 담배의 안전한 대용품이고, 금연 초기의 금단현상을 완화시키

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우며 금연을 위한 도구처럼 광고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금연보조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금연을 시도하려는 흡연자를 전자담배 그룹, 니코틴 패치 그

룹, 플라세보 전자담배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후 금연 성공률에 대해 연구하

였는데, 전자담배 그룹에서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Bullen et al., 

2013). 또한, Caponnetto 등은 금연 의도가 없는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뚜렷한 부작용 없이 담배의 소비와 금단증상을 감소시켰다(Caponnetto et 

al., 2013)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전자담배의 금연보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이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11

년까지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 현재 혹은 과거 흡연자 5939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의 85%가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한다

고 대답했지만, 사용자의 11%만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전자담배 사용여부가 

금연 성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Adkison et al., 

2013). 추가로 미국에서 흡연자 949명을 1년 간 추적조사 한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의 10.2%, 일반담배 흡연자의 13.8%가 1년 후에 금연하였다(Grana, 

Popova and Ling, 2014). 이처럼 현재까지 보고된 각종 연구들을 보았을 때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조준호, 2013), 전자담배의 사

용이 지속적인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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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담배의 안전성 문제와 건강 위해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1월 군 부대 생활관에서 충전 중이던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

여 한 병사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다(KBS 뉴스, 2015.1.14.). 

사고 이후 군 내부적으로도 정부에서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각종 교육 자료를 배

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하며, 명확한  규정이

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만으로는 그 실효

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흡연하는 남성들은 자신의 담배를 통해 오해, 갈등 등을 해결하고 친분을 

극대화 하며, 한때 남군들 사이에 담배는 군 생활을 잘하기 위한 필요악과 같

은 존재로 여겨졌다(김신혜, 2014). 민간인과 구분되는 단체 생활을 하는 폐

쇄적인 환경의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전자담배의 사용은 일반담배와 마찬

가지로 유행처럼 번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사고는 더 큰 인명

피해로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14년 국군의무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된 ‘제 1차 군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

면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이내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유무에 대한 질문에 

간부는 65.9%가, 병은 60.7%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흡

연 장병의 절반 이상이 금연을 시도하는 가운데, 금연보조제로써 전자담배가 

홍보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전자담배 사용자의 대부분이 금연을 원하는 흡

연자들임을 미루어 보아(김주연 등, 2015) 정확한 정보 전달이 제한되는 군대

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전자담배를 금연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장

병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흡연 관련 연구로는 흡연 

실태와 인식조사(조준희, 1993; 전영주, 2006; 전성진, 2010), 금연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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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효과(권영훈, 2003; 김혜경 등, 2011),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

련성(김진곤 등, 2012; 김신혜, 2014), 금연행위 관련요인(지연옥, 1993; 김

봉정, 2000; 김태욱, 2001)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자담배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일반인 및 의료인, 청소

년, 판매점과 소비자 등을 대상(김은영 등, 2013; 왕진우 등, 2014; 김주연 

등, 2015; 이예림, 2015; 김혜련, 2015; Bullen C et al., 2013; Grana RA et 

al,.; 2013, Sussman et al., 2014; Leventhal AM et al., 2015)으로 사용행

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군 장병들의 건강은 전투력 및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건강 위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담배

와 더불어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실태와 인식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지속

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장병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흡연 장병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인

식과 사용실태 및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전자담배와 관

련한 보다 근거 있는 금연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 연구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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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공군에 복무 중이며 부대 내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23일간 시

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군대 내 흡연자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자담배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군 부대 내 효율적인 전자담배 관리 방안과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의 사용실태와 양상

을 파악한다.

  둘째, 군 흡연자의 전자담배에 대한 지식 및 인식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군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일반담

배 복합사용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실태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군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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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연구대상자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일반담배 사용실태

□ 전자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인식

전자담배 사용자

□ 전자담배 사용실태

□ 전자담배 구매 동기 및 경로

□ 전자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인식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전자담배 사용경험 

유무에 따른 특성 차이

□ 일반담배 복합사용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실태 차이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공군 각 지역 A ~J 부대(10개)

각 부대 금연클리닉 방문 장병

n=500명

⦁연구 참여 부동의(24명)

⦁충실하지 못한 응답자(31명)

연구에 적용되는 대상자 

N= 445명

결과 분석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분석)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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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공군 부대 10곳을 무작위 추출하여 공군

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병사 중 부대 내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있으면서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유형의 담배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현

재 혹은 과거 흡연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23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부대 당 50부 씩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설문에 응한 500명의 병사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24명을 제

외한 설문지 476부가 회수(회수율: 95.2%)되었고, 설문 응답에 충실하지 못하

다고 판단된 21건과 답변의 내용에 논리적 오류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던 10

건을 제외였다. 따라서 연구에 적용되는 최종 분석 대상자는 4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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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전자담배 관련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도

구(Allem et al., 2015; 지선하 등, 2015; 김주연 등, 2015; 김혜련, 2015)를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군 부대 장병들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개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일반사항, 일반담배 사용실태, 전자담배 

사용실태, 전자담배 구매동기 및 반입경로, 전자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인식

으로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

여자 중 과거 혹은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

반사항, 일반담배 사용실태 및 전자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인식 영역에만 응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 설문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과제번

호: 2-1040939-AB-N-01-2016-151)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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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변수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는 연령, 계급, 종교 유무, 교육수준, 성장(거주) 지

역, 이성친구 유무, 전역 후 장래 계획 유무, 주관적인 건강상태, 운동 횟수 

등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담배 사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관찰 항목으로는 니코틴 포함제품 사용 

경험, 일일 흡연량, 일반담배 흡연 기간, 흡연 시작 시기, 입대 후 흡연량 변

화 정도, 니코틴 의존도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니코틴 의존도 검

사는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FTND; Heatherton TF et al., 1991)를 이용하여 총 6개 문항에 

대해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된 점수로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총점 10점 만

점으로 0~2점은 매우 낮은 의존도, 3~4점은 낮은 의존도, 5점은 보통 의존도, 

6~7점은 높은 의존도, 8~10점은 매우 높은 의존도로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관찰 항

목으로는 전자담배 사용여부, 전자담배 최초 경험 연령, 전자담배 사용 기간,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 유형, 니코틴 농도, 용액 주입 후 사용 기간, 상품명, 

선호하는 첨가향, 사용법 안내, 부작용 경험, 전자담배 사용 이유, 전자담배 

중단 이유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전자담배 사용여부에 대해

서는 전혀 피운 적이 없는 경우와 이전에 피웠으나 끊은 경우, 현재도 피우고 

있는 경우로 나누었으며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담배 구매동기 및 반입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관찰 항목으로는 최초 전

자담배 접근 경로, 정보 획득 경로, 부대 내 반입 경로 등 3개 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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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전자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관찰 항목으로는 일반담

배와 전자담배 안전성 인식, 금연 보조제로서의 효과성, 전자담배 기체 건강 

유해성,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인기에 대한 생각,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

는지에 대한 여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인지 여부,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 니코틴 포함 제품의 위

험성에 대한 주관적 점수, 전자담배 액상 유출 위험성에 대한 인지와 유출 경

험 유무, 용액 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전자담배 니코틴 액

상 주입 방식 등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니코틴 포함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점수는 일반담배부터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등)까지 총 8개 제

품에 대해 안전할수록 1점에 위험할수록 10점에 가깝도록 10개 점수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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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AS 9.2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과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셋째, 군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

성, 흡연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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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공군 내 흡연 장병으로서, 설문에 응한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21.29(±1.60)이었고, 이 중 20-21세의 분포가 239명(53.7%)으로 가장 많았

다. 계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각각 8.8%, 21.1%, 

35.7%, 34.4%로 상병과 병장의 분포가 많았다.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33.5%, 없는 경우가 66.5%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과 2년제 대학 재학 혹은 졸업의 경우가 각각 

18.4%이었고,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62.5%로 반수 이상

을 차지했다. 성장(거주)지역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등의 대도시는 

62.9%, 중소도시는 32.1%로 나타났고 농어촌은 5%로 극히 적은 분포를 보였

다. 이성친구 유무에 대한 응답으로는 71.9%가 없다고 답하였고, 전역 후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는 81.6%가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다.

  평소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47.6%가 건강한 편으로, 

33.9%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4%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하였고, 건강

이 매우 좋지 않음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보였다. 운동 횟수로는 일주일에 3~4

회 37.3%, 일주일에 1~2회 30.8%, 일주일에 5회 이상 20.9%, 거의 하지 않음 

11%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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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군 흡연 장병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응답자(N=445명)

명(%)

연령

0-19세 39(8.8)
20-21세 239(53.7)

22-23세 131(29.4)

24-25세 25(5.6)
26세 이상 11(2.5)

계급

이병 39(8.8)
일병 94(21.1)

상병 159(35.7)

병장 153(34.4)

종교 유무
있다 149(33.5)

없다 296(66.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82(18.4)
2년제 대학 재학/졸업 82(18.4)

4년제 대학 재학/졸업 278(62.5)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3(0.7)

성장(거주) 지역

대도시(특별시/광역시) 280(62.9)

중소도시 143(32.1)
농어촌 22(5.0)

이성친구 유무
있다 125(28.1)

없다 320(71.9)

전역 후 장래 계획 유무
있다 363(81.6)

없다 82(18.4)

주관적인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64(14.4)

건강한 편임 212(47.6)

보통임 151(33.9)
건강이 좋지 않음 18(4.0)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0

운동 횟수

일주일에 1~2회 137(30.8)

일주일에 3~4회 166(37.3)

일주일에 5회 이상 93(20.9)
거의 하지 않음 4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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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일반담배 사용실태

  본 연구는 과거 혹은 현재 니코틴이 포함된 어떤 제품이라도 한번 이상 사

용한 경험이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제시된 니코틴을 포함한 9

종의 여러 제품 중 한번이라도 써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복수응답의 결과 총 

442명(99.3%)이 일반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펜형 충전식 전자담배는 

252명(56.6%)이, 일회용 전자담배는 77명(17.3%)이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일일 흡연량에 대한 결과로 하루 1/2갑 미만은 294명(66.1%), 1/2 이상 1갑 

미만은 132명(29.7%)으로 나타났으며 1갑 이상 ~ 1갑 반 미만은 17명(3.8%), 

1갑 반 이상은 0명으로 확인되었다. 일반담배 흡연기간은 2년 이상 4년 미만

이 131명(29.7%)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이상 6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이 

각각 88명(19.9%), 86명(19.5)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담배 흡연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 183명(41%)로 가

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중이 143명(32%), 중학교 이전이 64명(14.4%)이었으

며 군 입대 후 일반담배를 시작한 인원은 52명(11.7%)로 나타났다.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항목에 대해서는 입대 후 흡연량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자가 

37%, 증가하였다는 응답자가 33%, 변화 없음이 29.1%를 차지하였다.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에 대해서는 1mg 이상 4mg 미만이 

35.9%, 4mg 이상 7mg 미만이 3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니코틴 의존도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 인원이 285명(63.9%)로 가장 많

았으며, 낮은 의존도 93명(20.9%), 보통 의존도 35명(7.9%), 높은 의존도 25

명(5.6%), 매우 높은 의존도는 8명(1.8%)으로 의존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하는 인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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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응답자(N=445명)

명(%)

니코틴 포함 제품의

사용 경험

(중복 응답)

일반담배 442(99.3)

펜형 충전식 전자담배 252(56.6)

일회용 전자담배 77(17.3)

파이프 담배 18(4.1)

엽궐련(시가) 49(11.0)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담배 33(7.4)

물담배 45(10.1)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등) 96(21.5)

일일 흡연량

1/2갑 미만 294(66.1)

1/2갑 이상 ~ 1갑 미만 132(29.7)

1갑 이상 ~ 1갑 반 미만 17(3.8)

1갑 반 이상 0(0)

무응답 2(0.5)

일반담배 흡연 기간

6개월 이하 23(5.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3(7.5)

1년 이상 ~ 2년 미만 86(19.5)

2년 이상 ~ 4년 미만 131(29.6)

4년 이상 ~ 6년 미만 88(19.9)

6년 이상 81(18.3)

무응답 3(0.9)

표 2. 공군 흡연 장병의 일반담배 사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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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 흡연시작 

시기

중학교 이전 64(14.4)

고등학교 재학 중 183(41.0)

대학교 재학 중 143(32.0)

군 입대 후 52(11.7)

무응답 3(0.9)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

증가함 147(33.0)

감소함 165(37.0)

변화 없음 130(29.1)

무응답 3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mg)

0 이상 ~ 0.1 미만 2(0.5)

0.1 이상 ~ 1 미만 82(20.7)

1 이상 ~ 4 미만 142(35.9)

4 이상 ~ 7 미만 155(39.1)

7 이상 ~ 13 미만 13(3.3)

13 이상 2(0.5)

무응답 49

니코틴 의존도(ND)

매우 낮은 의존도(0~2점) 285(63.9)

낮은 의존도(3~4점) 93(20.9)

보통 의존도(5점) 35(7.9)

높은 의존도(6~7점) 25(5.6)

매우 높은 의존도(8~10점)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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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전자담배 사용실태

  가. 연구대상자의 전자담배 사용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의 전자담배 사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자담

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184명(41.4%)이었으며, 이전에 

피웠으나 현재는 끊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233명(52.3%), 현재도 피우고 있

다고 답한 응답자는 28명(6.3%)로 나타났다(표 3).

  과거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233명의 응답자 중 전자담배와 일반담

배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는 149명(64%)이었고, 전자담배만 사용한 인원

은 84명(36%)이었다.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28명의 응답자 

중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복합 사용자는 17명(60.7%)이며 전자담배만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11명(39.3%)로 밝혀졌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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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응답자(N=445명)

명(%)

전자담배 사용여부

전혀 피운 적 없다 184(41.4)

이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233(52.3)

현재도 피우고 있다 28(6.3)

구분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N=233)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N=28)

복합사용 전자담배만 사용 복합사용 전자담배만 사용

명(%) 149(64.0) 84(36.0) 17(60.7) 11(39.3)

표 3. 공군 흡연 장병의 전자담배 사용경험

표 4. 전자담배 사용자의 복합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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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실태

  처음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된 연령에 대한 결과로는 20세 이상 23세 미만이 

121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17세 이상 20세 미만이 98명(37.6%)로 나타

났다. 전자담배 사용자의 80% 이상이 고등학교 재학 중부터 대학교 재학 혹은 

군 입대 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담배의 사용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

상 1년 미만이 16.8%로 그 뒤를 이었다. 2년 이상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는 13%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의 종류로는 펜형 충전식 담배가 92.7%로 전자담배 사

용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타입임을 알 수 있었고, 일회용 전자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은 7.3%로 확인되었다.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는 

1mg/L가 133명(51%)로 가장 많았으며 4~6mg/L가 65명(24.9%)로 그 다음을 차

지했고, 니코틴이 없는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인원은 37명(14.2%)로 확인되었

다. 전자담배에 한 번 용액을 가득 주입한 후 다 사용할 때까지 소모되는 기

간은 1일 이상 3일 미만이 86명(37.9%), 3일 이상 일주일 미만이 58명

(25.6%), 일주일 이상 2주 미만이 42명(8.9%)로 분석되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담배 상품명에 대한 응답으로는 하카(30.7%), 듀바코

(15.3%), 라미야(11.5%), 저스트포그(8.4%) 순이었으며 그 외 기타 상품 사용

자는 24.5%로 확인되었다. 가장 선호하는 전자담배 첨가향에 대해서는 과일향

이 116명(44.4%)로 가장 높았으며, 박하향 26.4%, 담배향 11.1% 순으로 나타

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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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전자담배 사용자

(N=261명)

명(%)

처음 전자담배 

사용 연령

14세 이전 2(0.8)

14세 이상 ~ 17세 미만 23(8.8)

17세 이상 ~ 20세 미만 98(37.6)

20세 이상 ~ 23세 미만 121(46.4)

23세 이상 17(6.5)

계 261

전자담배 사용 기간

1개월 미만 11(4.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73(67.6)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3(16.8)

1년 이상 ~ 2년 미만 16(6.3)

2년 이상 ~ 4년 미만 9(3.5)

4년 이상 4(1.6)

무응답 5

계 261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 종류
펜형 충전식 담배 242(92.7)

일회용 전자 담배 19(7.3)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mg/L)

0(니코틴이 없는 카트리지) 37(14.2)

1 ~ 3 133(51.0)

4 ~ 6 65(24.9)

7 ~ 12 17(6.5)

13 ~ 17 1(0.4)

18 이상 4(1.5)

무응답 4

계 261

표 5.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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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용액 충전 후 

소모 기간

12시간 미만 16(7.1)

12시간 이상 ~ 1일 미만 5(2.2)

1일 이상 ~ 3일 미만 86(37.9)

3일 이상 ~ 일주일 미만 58(25.6)

일주일 이상 ~ 2주 미만 42(18.5)

2주 이상 20(8.9)

무응답 34

계 261

현재 사용 중인 

전자담배 상품명

하카 80(30.7)

듀바코 40(15.3)

라미야 30(11.5)

저스트포그 22(8.4)

에바코 5(1.9)

기타 65(24.5)

무응답 19

계 261

가장 선호하는 

전자담배 첨가향

과일향 116(44.4)

멘솔(박하향) 69(26.4)

담배향(토트시가) 29(11.1)

무향 14(5.4)

커피향 12(4.6)

버터 또는 크림향 7(2.7)

시나몬(계피)향 6(2.3)

기타 1(0.4)

무응답 7

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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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자담배 사용자의 부작용 경험 및 사용 이유

  전자담배 사용 중 경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모든 경험을 표시하

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의 79.3%가 부작용 경험이 없다고 답

변하였고 발생 빈도가 많았던 부작용으로는 오심 등 메스꺼움 9.2%, 두통 

6.5%, 호흡곤란 5%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모든 경우에 표시하도록 하

였는데 ‘냄새가 나지 않아서(22.7%)’, ‘일반담배보다 건강상 덜 해로워서

(20.2)’, ‘취향에 맞게 향을 선택할 수 있어서(16.8%)’, ‘금연에 도움이 

되어서(16.4%)’ 순으로 분석되었다. 

  더 이상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경제적 부

담’이 77명(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인(친구, 가족 등)이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46명(17.6%), ‘건강이 나빠져서’가 27명

(10.3%)으로 나타났고 기타 답변으로 94명(36%)이 응답하였다. 기타 답변 중 

주된 이유는 일반담배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34건, 확실한 금연을 

위한 이유가 10건, 충전 등 전자담배 사용 절차가 귀찮아서 라고 답한 수가 9

건 있었으며 폭발사고를 뉴스에서 본 이후로 사용을 중단하였다는 응답도 1건

이 확인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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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전자담배 사용자

(N=261명)

명(%)

전자담배 사용 중 

부작용 경험

(중복 응답)

없음 207(79.3)

메스꺼움(오심) 24(9.2)

두통 17(6.5)
호흡곤란 5(1.9)

구토 4(1.5)
떨림 4(1.5)

두드러기 1(0.4)

기타 9(3.5)

전자담배 사용 이유

(중복 응답)

냄새가 나지 않아서 101(22.7)

일반담배보다 건강상 덜 해로워서 90(20.2)

취향에 맞게 향을 선택할 수 있어서 75(16.8)

금연에 도움이 되어서 73(16.4)

금연 구역에서도 흡연을 할 수 있어서 70(15.7)

일반담배보다 주변인에게 주는 
건강상 피해가 적어서 62(13.9)

일반담배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어서 38(8.5)

일반담배보다 비흡연자들에게 수용적이어서 30(6.7)

담배 맛이 더 좋아서 21(4.7)

대중매체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친구,
선배, 가족 등)이 사용하고 있어서 16(3.6)

일반담배보다 더 멋있어 보여서 10(2.2)

일반담배와 사용감이 동일해서 5(1.1)

기타 3(0.7)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는 이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77(29.5)

주변인(친구, 가족 등)이 원하지 않아서 46(17.6)

건강이 나빠져서 27(10.3)
냄새가 많이 나서 15(5.8)

업무게 지장을 주어서 2(0.8)
기타 94(36.0)

계 261

표 6. 전자담배 사용자의 부작용 경험 및 사용이유



- 26 -

  라.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정보접근 경로

  전자담배 사용자의 최초 접근경로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인(이웃, 친척, 친

구 등)이라고 답한 수가 192명(7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중매

체와 전자담배 판매점 홍모물이나 판매직원을 통해 접근한 경로가 각각 25명

(9.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자담배 구매 시 필요한 상품이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한 질문

에는 전자담배 최초 접근경로와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에 차이

가 있었다. 지인(이웃, 친척, 친구 등)이라고 답한 수가 152명(58.2%)으로 가

장 많았으며, 대중매체가 44명(16.9%), 전자담배 판매점 홍모물이나 판매직원

이 40명(15.3%)으로 확인되었다.

  전자담배 사용법 안내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는 111명(42.5%)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안내를 받은 148명 중 65명(24.9%)이 전자담배 판

매점 직원을 통해, 71명(27.2%)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지인,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용법 안내로는 12명(4.6%)로 확인되었다.

  부대 내 전자담배 반입경로에 대해서는 127명(48.7%)이 외출 혹은 휴가 시 

직접 구매 후 반입하였다고 답했으며, 가족, 친구 등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택

배로 반입하였다는 경우가 25명(9.6%)이었다. 기타 답변이 110명(41.8%)이었

는데, 이 중 22명이 동기의 것을 빌리거나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술하였

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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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전자담배 사용자

(N=261명)

명(%)

전자담배 

최초 접근 경로

지인(이웃, 친척, 친구 등) 192(73.6)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등) 25(9.6)

전자담배 판매점 홍보물이나 판매 직원 25(9.6)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8(7.0)

금연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1(0.4)

기타 0

전자담배 구매 시

상품 정보접근 경로

지인(이웃, 친척, 친구 등) 152(58.2)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등) 44(16.9)

전자담배 판매점 홍보물이나 판매 직원 40(15.3)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4(9.2)

금연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1(0.4)

기타 0

전자담배 사용법 

안내 여부

안내 받은 적 없다 111(42.5)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지인 71(27.2)

전자담배 판매점 직원 65(24.9)

인터넷 검색 12(4.6)

금연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0

기타 0

무응답 2

부대 내 

전자담배 반입경로

외출 혹은 휴가 시 직접 구매 후 반입 127(48.7)

지인에게 부탁하여 택배로 반입 25(9.6)

기타 110(41.8)

표 7.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정보접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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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인식

  가. 전자담배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전자담배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231명

(52.0%)이 ‘아마도 안전할 것이다’로, 125명(28.0%)이 ‘아마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인되었다.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163명(36.6%)이 ‘아마도 효

과가 있을 것이다’로, 147명(33.1%)이 ‘아마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107

명(24.0%)이 ‘절대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전자담배 기체 간접흡입의 건강 유해 정도에 대해서는 261명(58.7%)이 ‘아

마도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전자담배의 인기에 대한 생각으로는 218명(49.0%)이 전자담배의 인기

는 일시적인 형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에는 인기가 많지만 미래에는 어떻

게 될지 모르겠다고 답한 인원은 150명(33.7%)이었다.

  전자담배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 이

상인 305명(68.6%)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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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응답자(N=445명)

명(%)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실히 안전하다 32(7.2)

아마도 안전할 것이다 231(52.0)

아마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125(28.0)

절대 안전하지 않다 57(12.8)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 효과

확실히 효과가 있다 28(6.3)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163(36.6)

아마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147(33.1)

절대 효과가 없다 107(24.0)

전자담배 기체 

간접흡입에 대한 

건강 유해 정도

확실히 건강에 해롭다 65(14.6)

아마도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261(58.7)

아마도 건강에 해롭지 않을 것이다 99(22.2)

절대 건강에 해롭지 않다 20(4.5)

향후 전자담배 

인기에 대한 생각

전자담배의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218(49.0)

현재에는 인기가 많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50(33.7)

미래에도 전자담배의 인기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77(17.3)

전자담배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예 140(31.4)

아니오 305(68.6)

표 8. 공군 흡연 장병의 전자담배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인식



- 30 -

특성 구분
응답자(N=445명)

명(%)

관련법 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됨

들어본 적이 있다 183(41.0)

들어본 적이 없다 262(59.0)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알고 있음 306(68.8)

모름 139(31.2)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금지되어 있음

알고 있음 250(56.1)

모름 195(43.9)

  나. 전자담배의 법적 규정에 대한 인식

  전체 연구대상자의 전자담배의 법적 규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9).

  먼저,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

한 질문에 들어본 적 없음이 262명(59.0%), 들어본 적 있음이 183명(41.0%)으

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06명(68.8%)이 알고 있었으

며, 139명(31.2%)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와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0명

(56.1%), 모르고 있는 경우는 195명(43.9%)으로 확인되었다.

표 9. 공군 흡연 장병의 전자담배 법적 규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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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니코틴 포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일반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포함 제품 8종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 점수(위

험할수록 10점에 가까움)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담배와 

엽궐련이 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니코틴 패치 등의 금연보조제가 4.4점으

로 가장 낮았다(그림 2).

  전자담배 사용 중 니코틴 액상이 유출되었을 때 니코틴 위험성에 대한 생각

을 답하도록 한 결과 ‘아마도 해로울 것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268명

(60.1%)로 가장 많았고, ‘확실히 해롭다’라는 답변이 145명(32.5%)로 확인

되었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63명(14.1%)이 전자담배 니코틴 포함 용액을 쏟은 경험

이 있다고 답하였고, 니코틴 용액 노출 시 주의사항이나 이후 처치에 대한 교

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245명(54.9%)이 교육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표 10).

그림 2. 니코틴 포함 제품 주관적 안전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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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응답자(N=445명)

명(%)

전자담배 사용 중 

니코틴 액상 유출 시 위험성

확실히 해롭다 145(32.5)

아마도 해로울 것이다 267(60.1)

아마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28(6.3)

절대 해롭지 않다 5(1.1)

전자담배 사용 중 

니코틴 액상 쏟은 경험

있음 63(14.1)

없음 200(44.9)

해당사항 없음
(전자담배 사용자가 아닌 경우)

182(41.0)

니코틴 용액 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있음 18(4.1)

없음 245(54.9)

해당사항 없음
(전자담배 사용자가 아닌 경우)

182(41.0)

표 10. 공군 흡연 장병의 니코틴 포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 33 -

5.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특성의 차이 분석

  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연구에 참여한 군 흡연자 중에서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전혀 없는 군과 전자

담배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

는 군의 연령분포는 21세 이하가 57.6%로 가장 많았고, 이병과 일병에 비해 

상병과 병장의 분포가 60.6%로 가장 많았다. 성장(거주) 지역으로는 대도시

(특별시/광역시)가 57.5%로 나타났으며, 이성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없음이 

58.7%의 분포를 보였다. 전역 후 장래 계획에 대해서는 58.4%가 계획을 가지

고 있었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분포는 건강한 편이 59.4%를 보였다. 

운동 횟수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4회 이상 하는 경우가 59.4%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는 군에서의 교육수준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58.5%, 

2년제 대학 재학/졸업이 71.9%,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졸업이 54.8%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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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N=446) 

전자담배 사용경험

p-value없음(N=184) 있음(N=261)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령

21세 이하 118(42.5) 160(57.6) 0.812

22-25세 62(39.7) 94(60.3)

26세 이상 4(36.4) 7(63.6)

계급

이병, 일병 61(45.9) 72(54.1) 0.206

상병, 병장 123(39.4) 189(60.6)

종교 유무

있다 62(41.6) 87(58.4) 0.936

없다 122(41.2) 174(58.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34(41.5) 48(58.5) 0.021

2년제 대학 재학/졸업 23(28.1) 59(71.9)

4년제 대학, 대학원 재학/졸업 127(45.2) 154(54.8)

성장(거주) 지역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19(42.5) 161(57.5) 0.804

중소도시 56(39.2) 87(60.8)

농어촌 9(40.9) 13(59.1)

이성친구 유무

있다 52(41.6) 73(58.4) 0.946

없다 132(41.3) 188(58.7)

전역 후 장래 계획 유무

있다 151(41.6) 212(58.4) 0.822

없다 33(40.2) 49(59.8)

표 11.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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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함 112(40.6) 164(59.4) 0.864

보통임 65(43.0) 86(57.0)

건강이 좋지 않음 7(38.9) 11(61.2)

운동 횟수

일주일에 1~4회 123(40.6) 180(59.4) 0.844

일주일에 5회 이상 39(41.9) 54(58.1)

거의 하지 않음 22(44.9) 2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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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일반담배 사용실태 차이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담배 사용실태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

과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군에서 일일 흡연량은 1/2 미만이 54.1%, 

1/2갑 이상 ~ 1갑 미만이 66.7%, 1갑 이상 ~ 1갑 반 미만이 82.4%의 분포를 

보였다. 일반담배 흡연 기간은 2년 미만이 36.6%, 2년 이상 ~ 6년 미만이 

32.1%, 6년 이상이 64.8%로 나타났고, 일반담배 흡연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63.1%가 군 입대 전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에 대해서는 59.4%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증가함이 55.8%, 변화 

없음이 61.5%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에 대해서

는 61.9%가 0mg 이상 ~ 4mg 미만의 분포를 보였으며, 니코틴 의존도(10점 만

점)는 67.6%가 낮은 의존도를 보였다.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 

담배 사용실태는 일일 흡연량과 일반담배 흡연기간, 흡연시작 시기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 

니코틴 의존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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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전자담배 사용경험

p-value없음 있음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일일 흡연량(N=443)

1/2갑 미만 135(45.9) 159(54.1) 0.007

1/2갑 이상 ~ 1갑 미만 44(33.3) 88(66.7)

1갑 이상 ~ 1갑 반 미만 3(17.7) 14(82.4)

일반담배 흡연 기간(N=442)

2년 미만 90(63.4) 52(36.6) <0.001

2년 이상 ~ 6년 미만 77(35.2) 142(64.8)

6년 이상 15(18.5) 66(81.5)

일반담배 흡연시작 시기(N=442)

군 입대 전 144(36.9) 246(63.1) <0.001

군 입대 후 38(73.1) 14(26.9)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N=442)

증가함 65(44.2) 82(55.8) 0.620

감소함 67(40.6) 98(59.4)

변화 없음 50(38.5) 80(61.5)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N=396)

0mg 이상 ~ 4mg 미만 86(38.1) 140(61.9) 0.597

4mg 이상 ~ 7mg 미만 63(40.7) 92(59.3)

7mg 이상 6(40.0) 9(60.0)

니코틴 의존도(N=445)

낮은 의존도(0~4점) 160(42.4) 217(57.6) 0.518

보통 의존도(5점) 13(37.1) 22(62.9)

높은 의존도(6~10점) 11(33.3) 22(66.7)

표 12.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일반담배 사용실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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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차이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군에서 62.5%가 일반담배에 비해 전

지담배가 안전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 효과에 대해서는 

58.7%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기체의 간접흡입에 대한 

건강 유해에 대해서는 56.7%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라 전자담배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 효과나 전자담배의 기체 

간접흡입에 대한 건강 유해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3). 



- 39 -

응답자(N=445)

전자담배 사용경험

p-value없음 있음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의 안전성

안전하다 99(37.5) 165(62.5) 0.047

안전하지 않다 85(47.0) 96(53.0)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 효과

효과가 있다 77(40.1) 115(59.9) 0.643

효과가 없다 107(42.3) 146(58.7)

전자담배 기체 간접흡입에 대한 

건강 유해 정도

건강에 해롭다 141(43.3) 186(56.7) 0.177

건강에 해롭지 않다 43(36.1) 76(63.9)

표 13.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차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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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담배 사용실태 차이

  과거 및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담배 사용실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

거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일반담배와 복합 사용한 군에서 일일 흡연량은 1/2갑 

미만이 60%의 분포를 보였으며, 일반담배 흡연 기간은 2년 이상 6년 미만이 

68.2%로 확인되었고, 군 입대 전 일반담배를 흡연하기 시작한 군이 66.2%의 

분포를 보였다.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로는 군 입대 후 감소한 경우가 

76.4%로 나타났고,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은 0mg 이상 4mg 

미만이 58.2%이었으며 니코틴 의존도는 낮은 의존도가 61.7%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다.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일반담배와 복합 사용한 군에서 일일 흡연량은 

1/2갑 이상 1갑 미만이 66.7%를, 일반담배 흡연기간은 2년 이상 6년 미만이 

53.9%를 보였고, 군 입대 전 일반담배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58.3%로 나타났

다.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에 대해서는 75%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 니코틴 용량은 0mg 이상 4mg 미만이 55.6%의 분포를 보였고, 

니코틴 의존도는 57.1%가 낮은 의존도의 분포를 보였다.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복합 사용자는 일반담배 흡연 기간과 흡연시

작 시기,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유무,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

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복

합 사용 여부에 따른 일반담배 사용실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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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p-value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p-value

복합사용

(N=149)

전자담배만 

사용

(N=84)

복합사용

(N=17)

전자담배만 

사용

(N=1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일일 흡연량

1/2갑 미만
87

(60.0)

58

(40.0)
0.262

7

(50.0)

7

(50.0)
0.342

1/2갑 이상 ~ 1갑 미만
54

(71.1)

22

(28.9)

8

(66.7)

4

(33.3)

1갑 이상 ~ 1갑 반 미만
8

(66.7)

4

(33.3)

2

(100.0)

0

(0.0)

일반담배 흡연 기간

2년 미만
19

(42.2)

27

(57.8)
0.002

4

(57.1)

3

(42.9)
0.613

2년 이상 ~ 6년 미만
88

(68.2)

41

(31.8)

7

(53.9)

6

(46.1)

6년 이상
42

(72.4)

60

(27.6)

6

(75.0)

2

(25.0)

일반담배 흡연시작 시기

군 입대 전
147

(66.2)

76

(33.8)
0.004

14

(58.3)

10

(41.7)
0.365

군 입대 후
2

(20.0)

8

(80.0)

3

(75.0)

1

(25.0)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

증가함
41

(58.6)

29

(41.4)
0.010

9

(75.0)

3

(25.0)
0.357

감소함
68

(76.4)

21

(23.6)

4

(44.4)

5

(55.6)

변화 없음
40

(54.8)

34

(45.2)

4

(57.1)

3

(42.9)

표 14. 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담배 사용실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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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

0mg 이상 ~ 4mg 미만
71

(58.2)

51

(41.8)
0.041

10

(55.6)

8

(44.4)
0.470

4mg 이상 ~ 7mg 미만
61

(72.6)

23

(27.4)

6

(75.0)

2

(25.0)

7mg 이상
7

(87.5)

1

(12.5)

1

(100.0)

0

(0.0)

니코틴 의존도

낮은 의존도(0~4점)
121

(61.7)

75

(38.3)
0.145

12

(57.1)

9

(42.9)
0.779

보통 의존도(5점)
12

(66.7)

6

(33.3)

3

(75.0)

1

(25.0)

높은 의존도(6~10점)
16

(84.2)

3

(15.8)

2

(66.7)

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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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이유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

아서(22.7%)’가 가장 많았다(표 6). 

  과거 및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일반담배와 함께 사용한 집단과 전자

담배만 사용한 집단에 대해 전자담배 사용이유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중 복합사용 군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서(40.9%)’의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전자담배만 사용한 군에서는 ‘금연에 도움이 되어서(38.1%)’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 복합사용 군에서는 

‘건강상 덜 해로워서(41.2%)’와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을 할 수 있어서

(41.2%)’가 공동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전자담배만 사용한 군

에서는 ‘건강상 덜 해로워서(54.6%)’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였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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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복합사용

(N=149)

전자담배만 

사용

(N=84)

복합사용

(N=17)

전자담배만 

사용

(N=11)

명

(백분율)

명

(백분율)

명

(백분율)

명

(백분율)

전자담배 사용 이유(중복응답)

냄새가 나지 않아서 61(40.9) 31(36.9) 6(35.3) 3(27.3)

건강상 덜 해로워서 52(34.9) 25(29.8) 7(41.2) 6(54.6)

취향에 맞는 향을 선택할 수 있어서 41(27.5) 23(27.4) 6(35.3) 5(45.5)

금연에 도움이 되어서 31(20.8) 32(38.1) 5(29.4) 5(45.5)

금연 구역에서도 흡연할 수 있어서 45(30.2) 17(20.2) 7(41.2) 1(9.1)

주변인에게 주는 건강상 피해가 적어서 36(24.2) 19(22.6) 6(35.3) 1(9.1)

일반담배보다 경제적으로 적당해서 22(14.8) 9(10.7) 5(29.4) 2(18.2)

비흡연자들에게 수용적이어서 15(10.1) 13(15.5) 2(11.8) 0(0.0)

담배 맛이 더 좋아서 15(10.1) 5(6.0) 1(5.9) 0(0.0)

지인(친구 등)이 사용하고 있어서 12(8.1) 4(4.8) 0(0.0) 0(0.0)

더 멋있어 보여서 6(4.0) 3(3.6) 0(0.0) 1(9.1)

일반담배와 사용감이 동일해서 3(2.0) 1(1.2) 1(5.9) 0(0.0)

기타 1(0.7) 2(2.4) 0(0.0) 0(0.0)

표 15.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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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중단이유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

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29.5%)’가 가장 많았다(표 6). 

  과거 및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일반담배와 함께 사용한 집단과 전자

담배만 사용한 집단에 대해 전자담배 중단이유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중 복합사용 군과 전자담배만 사용한 군,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 복

합사용 군에서‘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였으

며,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만 사용한 군에서는 ‘건강이 나빠져서

(36.4%)’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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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복합사용

(N=149)

전자담배만 

사용

(N=84)

복합사용

(N=17)

전자담배만 

사용

(N=11)

명

(백분율)

명

(백분율)

명

(백분율)

명

(백분율)

전자담배 중단 이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42(28.2) 25(29.8) 9(52.9) 1(9.1)

주변인(가족 등)이 원하지 않아서 23(15.4) 20(23.8) 1(5.9) 2(18.2)

건강이 나빠져서 15(10.1) 6(7.1) 2(11.8) 4(36.4)

냄새가 많이 나서 9(6.0) 5(6.0) 0(0.0) 1(9.1)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 1(0.7) 0(0.0) 1(5.9) 0(0.0)

기타 59(39.6) 28(33.3) 4(23.5) 3(27.3)

표 16.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중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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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실태 차이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과거에 전자담배를 피웠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다고 대답한 인원은 총 233명이었으며, 이 중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복합 사

용한 경우는 64%(149명), 전자담배만 사용한 경우는 36%(84명)이었다. 또한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총 28명이었으며, 이 중 전

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복합 사용하는 경우는 60.7%(17명), 전자담배만 사용하

는 경우는 39.3%(11명)이었다(표 4).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일반담배 복합사용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실

태를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와 함께 사용한 군에서 처음 전자담배 

사용 연령은 20세 미만이 68.4%의 분포를 보였다. 전자담배 사용 기간은 1년 

미만이 62.2%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의 종류는 펜형 충전식 

담배가 64.8%로 확인되었고,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는 0mg 이상 6mg 이하가 

64.8%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용액 충전 후 소모 기간은 1일 이상 일주일 미만

이 69.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전자담배 사용법 안내 여부에 대해서

는 67.5%가 전자담배 판매점 직원이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지인 등에게 안내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전자담배 사용 중 부작용 경험에 대해서는 62.6%

가 부작용 경험이 없었으며,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전자담배 사용실태

와 관련하여 처음 전자담배 사용 연령, 전자담배 사용법 안내 여부에 따라 통

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군에서 처음 전자담배 사용 연

령은 20세 이상이 52.6%로 확인되었으며, 전자담배 사용 기간은 1년 미만이 

55.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의 종류는 펜형 충전

식 담배가 6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에 대해서

는 0mg 이상 6mg 이하가 60.9%로 니코틴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용자의 분포는 



- 48 -

줄어들었다. 전자담배 용액 충전 후 소모기간은 1일 이상 일주일 미만이 

38.9%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자담배 사용법 안내 여부에 대해서는 안내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3.2%, 안내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50.0% 이었다. 현재 전

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전자담배 사용실태와 관련된 특성 중 전자담배 용액 충

전 후 소모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의 특성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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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p-value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p-value

복합사용

(N=149)

전자담배만 

사용

(N=84)

복합사용

(N=17)

전자담배만 

사용

(N=1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처음 전자담배 사용 연령

20세 미만
78

(68.4)

36

(31.6)
0.042

7

(77.8)

2

(22.2)
0.155

20세 이상
71

(59.7)

48

(40.3)

10

(52.6)

9

(47.4)

전자담배 사용 기간

1년 미만
130

(62.2)

79

(37.8)
0.142

10

(55.6)

8

(44.4)
0.612

1년 이상 ~ 4년 미만
14

(82.4)

3

(17.6)

6

(75.0)

2

(25.0)

4년 이상
2

(100.0)

0

(0.0)

1

(50.0)

1

(50.0)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 종류

펜형 충전식 담배
140

(64.8)

76

(35.2)
0.125

17

(65.4)

9

(34.6)
0.146

일회용 전자 담배
9

(52.9)

8

(47.1)

0

(0.0)

2

(100.0)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농도

0mg 이상 ~ 6mg 이하
136

(64.2)

76

(35.8)
0.782

14

(60.9)

9

(39.1)
0.461

7mg 이상 ~ 12mg 이하
10

(71.4)

4

(28.6)

2

(66.7)

1

(33.3)

13mg 이상
3

(75.0)

1

(25.0)

0

(0.0)

1

(100.0)

표 17.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실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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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용액 충전 후 
소모기간

1일 미만
12

(66.7)

6

(33.3)
0.155

3

(100.0)

0

(0.0)
0.015

1일 이상 ~ 일주일 미만
87

(69.1)

39

(30.9)

7

(38.9)

11

(61.1)

일주일 이상
31

(54.4)

26

(45.6)

5

(100.0)

0

(0.0)

전자담배 사용법 
안내 여부

안내 받은 적 있다
87

(67.4)

42

(32.6)
0.057

12

(63.2)

7

(36.8)
0.271

안내 받은 적 없다
62

(60.2)

41

(39.8)

4

(50.0)

9

(50.0)

전자담배 사용 중 
부작용 경험

있음
32

(69.6)

14

(30.4)
0.376

3

(37.5)

5

(62.5)
0.101

없음
117

(62.6)

70

(37.4)

14

(70.0)

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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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N=445)   
Univariate model

OR 95% CI p-value

연령

21세 이하 1.00

22세 이상 25세 미만 1.23 0.76-1.68 0.555

26세 이상 1.30 0.37-4.55 0.680

계급

이병, 일병 1.00

상병, 병장 1.32 0.88-1.99 0.179

종교 유무

있다 1.00

없다 1.03 0.69-1.54 0.87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1.00

2년제, 4년제, 대학(원) 재학/졸업 0.99 0.61-1.63 0.997

6. 군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에 관련된 요인 분석

  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계급, 종교 유무, 교육수준, 

성장(거주) 지역, 이성친구 유무, 전역 후 장래계획 유무, 주관적인 건강상

태, 운동 횟수에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18).

표 18.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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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주) 지역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00

중소도시·농어촌 1.15 0.78-1.70 0.493

이성친구 유무

있다 1.00

없다 1.01 0.66-1.53 0.974

전역 후 장래계획 유무

있다 1.00

없다 1.06 0.65-1.73 0.802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함 1.00

보통임 0.91 0.61-1.36 0.652

건강이 좋지 않음 1.08 0.41-2.88 0.873

운동 횟수

일주일에 1회 이상 1.00

거의 하지 않음 0.86 0.47-1.55 0.607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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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흡연관련 요인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군 흡연자의 흡연관련 요인의 연관성 분석 

결과, 일반담배 흡연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보다 2년 이상인 경우 전자담배 

사용 경험의 오즈비가 3.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군 입대 전 

흡연을 시작했을 때 보다 군 입대 후 흡연을 시작했을 때 전자담배 사용 경험

의 오즈비가 0.22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일일 흡연량 및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 니코틴 의존도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9). 

  일반담배 흡연 기간과 일반담배 흡연시작 시기에 대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Model 1)을 실시하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하여 연령, 계급, 종교 

유무, 교육수준, 성장지역, 이성친구 유무, 전역 후 장래계획 유무, 주관적인 

건강상태, 운동 횟수와 같은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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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N=445)   
Univariate model

OR 95% CI p-value

일일 흡연량

1갑 미만 1.00

1갑 이상 3.44 0.97-12.14 0.055

일반담배 흡연 기간

2년 미만 1.00

2년 이상 3.97 2.61-6.02 <0.001

일반담배 흡연시작 시기

군 입대 전 1.00

군 입대 후 0.22 0.12-0.42 <0.001

군 입대 후 흡연량 변화 유무

증가함 1.00

감소함 1.20 0.77-1.87 0.427

변화 없음 1.31 0.81-2.11 0.266

현재 사용 중인 
일반담배의 니코틴 용량

4mg 미만 1.00

4mg 이상 1.06 0.72-1.57 0.765

니코틴 의존도

낮은, 보통 의존도(0~5점) 1.00

높은 의존도(6~10점) 1.46 0.69-3.08 0.326

표 19.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에 대한 오즈비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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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N=445) 
Model 1 Model 2

OR 95% CI OR 95% CI

일반담배 흡연 기간

2년 미만 1.00 1.00

2년 이상 3.10 1.98-5.14 3.23 1.98-5.29

일반담배 흡연시작 시기

군 입대 전 1.00 1.00

군 입대 후 0.52 0.11-0.89  0.46 0.22-1.00

연령

21세 이하 1.00

22세 이상 25세 미만 1.10 0.69-1.75 

26세 이상 0.95 0.25-3.68 

계급

이병, 일병 1.00

상병, 병장 1.45 0.91-2.32 

종교 유무

있다 1.00

없다 1.09 0.71-1.6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1.00

2년제, 4년제, 대학(원) 재학/졸업 1.23 0.73-2.09 

성장(거주) 지역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00

중소도시·농어촌 1.05 0.68-1.61 

이성친구 유무

있다 1.00

없다 1.14 0.72-1.80 

표 20.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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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장래계획 유무

있다 1.00

없다 1.08 0.63-1.84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함 1.00

보통임 0.93 0.60-1.45 

건강이 좋지 않음 1.11 0.38-3.28 

운동 횟수

일주일에 1회 이상 1.00

거의 하지 않음 0.82 0.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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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군 복무 중에 있는 병사들의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군 장병들의 흡연 실태와 양

상, 인식 수준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이루어져 왔으나, 전자담배와 관련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군에 복무 중인 병사 

500명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자담배와 관련된 설문도구를 수

정 및 보완하여 일반적 특성과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실태, 전자담배에 

대한 지식 및 인식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사용실태와 양상을 파악하고, 전자담배 사용 경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

는 장병들의 전자담배 사용실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전자담배와 관련한 군 

금연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 대상자의 58.5%가 과거에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전체 장병이 아닌 

흡연(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장병만을 대

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시행된 설문으로 군 장병들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파

악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사전 연구결과에서 나

타난 타 집단과의 전자담배 평생 사용률 비교를 위해서는 흡연유무에 관계없

이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이 현재 



- 58 -

각 부대에서 금연클리닉에 참여 중인 장병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담배의 사

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군 장병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육군, 해군 등 각 군의 

특성과 분위기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실태나 인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전체 군 장병의 대표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장

병들의 전자담배 사용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대상

자를 특정 군을 나누지 않고,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자담배 관련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도구(Allem et al., 

2015; 지선하 등, 2015; 김주연 등, 2015; 김혜련, 2015)를 군 부대 장병들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개발하여 총 48개의 문항에 자기기입식 설문으

로 진행되었는데, 전자담배 사용실태와 관련한 설문항목 내에 ‘주로 사용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와 ‘전자담배에 한 번 용액을 가득 주입한 후 다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문항은 있었지만, ‘하루 평균 사용 횟

수’, ‘한번 사용 시 흡입 횟수’, ‘전자담배 첨가제 1병의 용량’ 등의 문

항이 없어 일인 당 전자담배 니코틴 체내 흡입 함량에 대해 확인하는데 제한

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전자담배 사용자의 개

별 특성을 고려한 니코틴 체내 흡입 함량에 따른 부작용 경험 정도 혹은 전자

담배 중담 이유 등을 분석해 볼 것을 제언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전자담배 사용자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에 대해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일반담배보다 건강상 덜 해로워서’, ‘금연에 도

움이 되어서’, ‘금연 구역에서도 흡연을 할 수 있어서’ 등의 답변이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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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으며,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일반

담배 대비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전자담배를 안전하

다고 인식하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전자담배의 금

연 보조효과에 대해 불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건강 위해성이 있다고 보

고된 바 있듯이(왕진우 등, 2014; 김주연 등, 2015; Bullen C et al., 2013; 

Offermann et al., 2014; Leventhal A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과거 전

자담배 사용자의 19.3%,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의 28.6%가 전자담배 사용 중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자담배 기체의 간접흡입에 대

해 전체 연구대상자의 73.3%가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자담배 판매 홍보 전단을 보면 전자담배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

함을 홍보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기체상 발암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발표되

었고(보건복지부, 2015), 전자담배 간접흡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근거가 발표

되기 전까지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무분별한 광고 

행위와 실내 공간에서의 사용에 대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부분(29.5%)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는 전

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며(Grana and Ling, 20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담뱃값 절약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였

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전자담배를 중단하였다는 연구결과(Kong et al., 2014)

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자담배의 사용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결국 일반담배를 다시 사용하게 되고,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자담배 경험이 있는 경우 일반담배 흡연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6년 이상

인 경우에 비해 2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가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군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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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반담배를 시작한 경우 전자담배 경험의 분포가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접근 경로를 살펴볼 때 

전자담배를 처음 접하게 된 경로, 구매 시 상품정보에 대한 경로가 지인(친

척, 친구, 동료 등)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2.5%가 전자담

배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68.6%가 전자담배의 안전성이나 유

해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와 관련한 법적 규정 중 전자

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담배로 정의 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59%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전자담배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호기심으로 전자담

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 상 한 

사람의 전자담배 사용은 주변 동료에게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과 관련된 요인과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

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전자담배 사영 경험의 오즈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일 흡연량이 1갑 미만인 경우에 비해 1갑 이상인 경우 전자담배

를 경험할 오즈비가 3.44(95% CI, 0.97-12.14)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일반담배 흡연 기간이 2년 미만일 때보다 2년 이상인 경

우 전자담배를 경험할 오즈비는 3.23(95% CI, 1.98-5.29)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담배를 군 입대 전 시작한 경우에 비해 

군 입대 후 시작한 경우 전자담배를 경험할 오즈비는 0.46(95% CI, 

0.22-1.00)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통해 군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실태와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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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공군 병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각 군의 전체 병사를 대표하지 못

했다. 육·해·공군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좀 더 다양한 부대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담배의 사용실태나 인식에 대한 문항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수행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기존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들의 

특징과 일반 집단과 구별되는 군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갖는 설문도구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셋째, 과거 혹은 현재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흡연력이 있는 장병만

을 모아 연구하였는데, 이 때문에 군대 내 전자담배 사용률을 파악하는데 제

한이 있었다. 또한, 자료 수집 방법 과정에서 현재 금연클리닉에 참여 중인 

장병들이 대다수 설문에 응하게 되어 전자담배 사용 경험 여부에도 일부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흡연유무에 관계없이 대

상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체 병사를 대상으로 또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되어 면접 조사

에 비해 정확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4. 연구의 의의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군 흡연 장병을 대상으로 전자

담배에 대한 최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군 부대 금연정책 방향에 있어 전자



- 62 -

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교육 바탕을 마련하고, 관련된 규제 정

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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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공군 흡연 장병들의 전자담배 사용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요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공군 각 지역 10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실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행태,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전자담배 사용경험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을 분

석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58.5%가 과거 혹은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전자담배 사용자 중 64%가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함

께 사용하였고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7%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흡연자로 확인되었다.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일반담배보다 

건강 상 덜 해로워서’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자담배 기체의 간접흡입에 대해서는 73.3%가 건강

에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을 전자담배를 중단하게 된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전자담배에 대한 주된 정보 접근 경로는 주변 지인들이었고, 

전자담배의 사용법이나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각각 

42.5%, 68.6% 이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담배 흡연요인과 관련하여 일반담배 흡연기간과 흡연시작 시기가 전자담배 사

용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 대상자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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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해성에 대해 검증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

로 전자담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적 인식도 매우 부족한 실정

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군대 내에서도 금

연 문화 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전자담배

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규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군 장병들을 대상으

로 전자담배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근거 있는 정보를 바탕

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규제를 확립하는 

등 군 금연정책에도 전자담배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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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sage Pattern and Recognition of 

Electronic Cigarette Among the Smoker Soldier in the Air force

; The Visitors in Smoking-Cessation Clinic

Jung, Bo Ra 

Dept. of Epidemi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Background and Purpose After the South Korea’s government raised the 

price of cigarettes, the number of Electronic cigarette(e-cigarette) 

users is sharply increasing along with the interest on quitting 

smoking. While controversy over the safety and health hazard issues of 

e-cigarettes is constantly provoked, it was hard to find a study on 

military personnel about e-cigarette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usage pattern and recognition of e-cigarette of smokers in the air 

force, suggest measur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e-cigarettes and 

smoking counseling activity at the military bases and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study on health promo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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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survey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omposed of 48 

questions in 5 areas including general information, usage pattern of 

conventional cigarette, usage pattern of e-cigarettes and awareness 

about e-cigarettes and nicotine was implemented targeting 500 soldiers 

who were in the service at ten air force air units and visited 

smoking-cessation clinic for counseling. The survey was implemented for 

23 days from March 17, 2016 to April 8, 2016. Survey results from 445 

soldiers excluding insufficient response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Result Participants of the survey use e-cigarettes because they think 

e-cigarettes are odorless and relatively less hazardous to health. They 

think that e-cigarettes are safe but indirect inhaling of e-cigarette 

gas is hazardous to health. Also, they mainly gain information about 

e-cigarettes from their acquaintances, mostly have never received any 

education on harmfulness or safety of e-cigarettes and have 

insufficient awareness about legal regulations. It was analyzed that 

the period of smoking conventional cigarettes and the timing of 

beginning to smoke were conventional cigarette smoking factors that are 

relevant to whether one has an experience of using e-cigarette or not. 

Conclusion  While more than half of smoking soldiers in the army have 

experience of using e-cigarettes or currently using e-cigarettes, they 

hav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e-cigarettes and incorrect or 

insufficient recognition of its safety, hazardousness or legal 

regula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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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vey precise information about e-cigarettes and establish 

regulations in a bid of smoking-cessation policy in the armed forces. 

Key words : electronic cigarette, the Air force, usage pattern, 

recogn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