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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연시도 련요인 분석

배경 목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 ,정신 ,사회 문제를 래하여 사

회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킨다.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효과 인 연

흡연 방 리 정책으로 담배가격 인상이 제시되고 있는데,이 연구에서는

2015년 이례 인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과 연시도요인, 연시도이유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와 연을 유도하는 청소

년 연 정책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2014년도;

72,060명,2015년도;68,043명,2016년도;65,528명,2017년도;62,276명)을 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재흡연과의 계를 분석하 으며, 재흡연군(2014년도;6,124

명,2015년도;4,963명,2016년;3,891명,2017년;3,620명)을 상으로 담배가격 인

상과 연시도와의 계를 분석하 고, 연시도군(2014년;4,378명,2015년;3,573

명,2016년;2,752명,2017년;2,560명)을 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연시도이유와

의 계를 분석하 다.주요 변수의 특성과 련성을 악하기 해 SAS 로그

램을 사용하여 기 통계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결과 :연구 상자 266,382명 흡연군은 18,598명(7.0%)이었으며,흡연에

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로 확인되었고,교차분석에서는 도시규모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수 을 나타내었고,연도별로 실시한 교차분석에서는 담배

가격 인상이 모든 요인에서 흡연율 감소와 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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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군 18,598명 연시도군은 13,263명(71.3%)이었으며,흡연청소년의 연시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

성 ,격렬한 신체활동,흡연량,우울감 경험,스트 스 인지,수면 충족감으로 확

인되었으나 교차분석에서는 주 학업성 ,흡연량,우울감 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 다.담배가격 인상과 연시도와의 계를 확인하기 해 연

도별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모든 요인에서 연시도와의 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시도군 13,263명을 상으로 연시도이유에 따라 세그룹(경제 ,건강상,

기타)으로 나 어 분석하 다.연도에 따른 교차분석에서 건강상이유와 기타이유

로 연시도한 그룹에서는 담배가격 인상과 연시도간의 유의한 련성이 확인되

지 않았으나,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그룹에서는 담배가격 인상 에 비해 담배

가격 인상 후 모든 요인에서 연시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 다.

결론 :2015년 담배가격이 인상된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연시도율은 인상 과 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연시도율만으로는 담배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으나, 재흡연율의 지속 인 감소와 연시도

이유의 변화를 고려해볼때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 방과 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청소년,담배가격,흡연, 연시도, 연시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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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배경 필요성

부분의 성인 흡연자는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한다.남성 흡연자의 50%는

19세 이하에서,93.1%는 2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숙

자,정 호,2013).미국 보건부(U.S.DepartmentofHealth& HumanService:

USDHHS)는 흡연자의 부분(87%)은 18세 이 에 흡연을 시작하고,거의 모든

흡연자(98%)는 26세 이 에 처음 흡연을 시작한다고 하 다(USDHHS,2014).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HealthData2017」주요 지표 분석 결과

에 따르면 OECD 국가의 2015년 기 15세 이상 인구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

구의 흡연율은 평균 18.4% 이었다. 한민국은 17.3%로 OECD평균보다 다소 낮

게 나타났으나 남녀 흡연율을 보았을 때,여성흡연율은 3.4%로 OECD 회원국 가

운데 가장 낮은 반면,남성 흡연율은 31.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 이었다(보건복지부,2017).

질병 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우리나라 청

소년( 1-고3)의 재흡연율은 남학생 9.5%로 여학생 3.1%보다 높았고,고등학생

(남 13.9%,여 4.1%)이 학생(남 4.1%,여 1.8%)에 비해 높았으며,고학년일수록

높았다.특히 고3남학생의 경우 16.8%로 6명 1명이 흡연을 할 정도로 흡연율이

높았다(그림 1).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연령은 12.9세,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

은 13.8세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표 1).매일 흡연하는 남학생은 4.6%,

여학생은 2.8%이었고,하루 10개비 이상 피우는 경우는 남학생은 2.1%,여학생은

1.3%이었다.처음 담배를 피우게 된 주된 이유는 호기심으로(50.8%),친구의 권유

로(26.9%),스트 스 해소(8.5%)순이었다(질병 리본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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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질병 리본부(2017).제13차(2017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그림 1.청소년의 재흡연율 추이

표 1.청소년 흡연실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생 흡연경험률(%) 21.4 19.9 17.4 14.8 13.7

처음 흡연경험 연령(세) 12.6 12.6 12.7 12.7 12.9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13.5 13.7 13.6 13.7 13.8

재 흡연율(%) 9.7 9.2 7.8 6.3 6.4

매일 흡연율(%) 4.8 4.8 3.8 3.1 3.0

월 20일 이상 흡연율(%) 5.7 5.6 4.6 3.7 3.6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율(%) 1.9 2.1 1.4 1.4 1.4

재흡연자의 연시도율(%) 70.6 71.3 71.7 70.1 69.7

연간 흡연 방교육 경험율(%) 61.9 57.5 59.6 65.3 70.7

연시도 이유 담뱃값선택률(%) - 6.1 15.9 13.5 10.9

출처:질병 리본부(2017).제13차(2017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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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 발암 의심물질을 포함되어

있어(김 환,2014),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으로의 이환은 물론,심 질환

호흡기 질환의 가장 요한 험요인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2001).국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지선하 등의 연구에서는 2012년 기 국내

흡연 련 건강보험진료비는 약 1조 8,466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체

진료비의 3.9%에 해당하는 수 이었다.흡연은 각종 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 는데

후두암 4.91배,폐암 4.00배,식도암 3.10배,만성폐쇄성폐질환 2.35배,방 암

2.00배 순이었다(지선하 등,2014).정 지 등의 연구에서는 2012년 기 연간 5만

8천 여명이 흡연 련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하 다.미국 보건부 ‘서

제 럴(Surgeon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5.2배인데 비해 15세 이 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사망률이 18.7배로 높아진다고 하 다(USDHHS,1989;송미라,

김순례,2002;임은선,류장학,2006).

결과 으로 청소년 흡연은 의학 ,사회 으로 건강 험행동이 결국 성인기의

질병,사망,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요한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사회 손실과

사회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데서 성인 흡연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지 주,김 혜,2014).

흡연 방 연을 해서는 담배 가격 인상이 효과 이라는 연구들이

지속 으로 행해져 왔으며,특히 소득 수 이 낮은 계층과 청소년에서 담배 소비

억제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하 다(Chaloupka,2000).국내에서는 담배

규제 정책으로 1994년 이후 7차례 담배 가격을 인상해왔으나 인상률이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하 다.이후 2004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령 개정에 따라

담배 가격이 500원 인상되었고,2015년 1월에는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되었다.

재까지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 이후 청소년 흡연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이 부분이고,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 후 청소년

흡연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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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재 흡연율은 2014년

9.2%,2015년 7.8%,2016년 6.3%,2017년 6.4%로 지속 으로 감소추세이나, 재

흡연자의 연시도율을 살펴보면 2014년 71.3%,2015년 71.7%,2016년 70.1%,

2017년 69.7%로 뚜렷한 증가나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담배 가격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 방 연에 효과 이라고 하지만 여 히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이례 인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연시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효과 인 연정책에 도움

이 되고자 한다.

2.연구 목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1월 1일 담배가

격 인상이 청소년들의 연시도와 흡연율 감소에 미친 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

년의 흡연 방과 조기 연을 한 효과 인 청소년 연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함이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담배가격 인상 후 흡연 청소년의 특성을 악하고 재 흡연과의 련성을

분석한다.

2)담배 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분석한다.

3)담배가격 인상 후 연시도 청소년의 특성과 연시도이유를 악하고

연시도경험과의 련성을 분석한다.

4)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 청소년의 연시도 경험과 연시도이유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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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청소년의 흡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불안정한 시기로,외형은 성인과 비

슷해져 가지만 심리 발달은 다양한 경험 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혼란의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흡연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흡연이 습 화 되면 니코틴 독으로 이어져 흡연습 의 교정이 쉽지 않게

됨을 물론,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부분의 성인흡연자는 청소년 시기에 흡

연을 시작하여 습 을 형성하게 되며,남성 흡연자의 50%는 19세 이하에서 흡연

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숙자,정 호,2013).

청소년기의 흡연은 청소년기의 성장발달을 해하는 등 신체 건강을 할

뿐만 아니라 성인 흡연으로 이어져 성인기의 호흡기 질환,심뇌 질환 각종

암 등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등 다양한 건강장애를 래한다(NationalCancer

Institute,2005,박선희(2007)에서 재인용;변 순,이혜순,2007;USDHHS,2012).

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추신경계에 직 인 향을 미쳐 우울,불안,스트

스 등과 같은 정신건강 장애를 래할 수 있으며(김태석,김 진,2007;김 옥,

미숙,2007;변 순,이혜순,2007;박선혜,강주희, 종설,오혜정,2010),아울러

학교폭력,음주 불법약물남용,성문제,자살 등의 사회 문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Ellickson,Tucker,& Klein,2001;Mathersetal.,2006;김재엽,이근 ,

2010).청소년이 흡연하게 되면 다른 약물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비행

행동으로 발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국내의 비행 청소년 843명과

일반 청소년 1,192명을 비교한 김헌수와 김 실의 연구(김헌수,김 실,2002)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음주,그리고 기타 약물 남용도가 높

았고,특히 흡연은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주요하게 향을 주는 요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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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다.청소년 흡연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음주,약물남용,폭력 그리고 성범

죄 등 험하고 일탈 인 행동들을 측해주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민성길,

1998).

따라서,청소년의 흡연을 용납하는 것은 곧 사회규범에 한 일탈을 용납하는

것이 되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학교,사회 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지선하,2000).즉,청소년기의 흡연은 단순히 그 시기의 문제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으로는 국민건강을 하는 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 ,정신 ,사회 문제의 해결에 투입되는 사회 비

용의 손실을 이기 해서도 방되어야 하는 요한 문제이다(이경상,이순래,

김지연,2013).

담배가격 인상과 청소년 흡연과의 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흡연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인상 이 흡연량이 많을수록 가격 인상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김홍배,조홍 ,2007), 학생이 고등학생보다,평상시에 흡연 행동을

부정 으로 생각할수록,흡연량이 5~10개비인 집단에서,흡연기간이 짧을수록 흡연

량이 감소한다고 하 다(김 철,권순만,2005).

2.담배가격 인상과 청소년 연

OECD국가를 상으로 연정책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정책은 OECD분석 상 국가 27개국 에서 25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특히 담배가격정책지표는 34개국가 에서 34 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 호,고숙자,2013). 재 우리나라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해

연구역 지정,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홍보를 통한 연 진 흡연 방 정책,

보건소 연클리닉 운 , 연상담 화 운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세계보

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 약(FrameworkConventiononTobaccoControl:

FCTC)에 서명하고 2005년 국회의 비 을 얻어 연정책을 세계 수 으로 높이

기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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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0일에 담배가격을 갑당 500원(약 33%)인상하 고 이

후 가격인상의 효과에 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김원년 외(2006)의 연구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성인 남성 흡연자들의 흡연율이 하락하 음을 보여주었

고,조경숙(2006)의 연구에서는 2004년 9월 57.8% 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5년

9월 50.3%로 7.5%p감소하 음을 보고하 다.

미국 보건부는 청소년의 담배수요에 한 가격탄력도는 -0.9~-1.5라고 발표하

고(USDHHS,2012),세계은행에서는 청소년의 담배수요 가격탄력도가 성인에 비

해 3배 크다고 하 다(WorldBank,1999).우리나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경

숙(2013)의 연구에서 2004년 12월 30일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담배수요

에 한 가격탄력도는 -1.56으로 성인 남성 -0.55에 비해 3배 정도 큰 것으로 확

인되어 기존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니코틴 의존

정도가 낮고,가처분 소득이 을 뿐 아니라 래집단의 연 향을 더 많이 받

으므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성인보다 더욱 효과 으로 반응함으로써 흡연을 시작

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인 청소년 흡연 방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WorldBank,1999;Lantzetal.,2000;USDHHS,2012).

부분의 성인과 청소년 흡연자들은 연을 원하며 많은 성인 흡연자들이 어

도 한 번 인상은 연을 시도하 고(김인규,2014),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2016년 재흡연자의 58.0%가 연을 시도한 이 있었다.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재흡연자의 연시도율은 2014년 71.3%,2015년

71.7%,2016년 70.1%,2017년 69.7%로 뚜렷한 증가나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시도이유는 건강에 나쁜 향을 것 같아서(31.1%),흡연으로 몸이 안 좋아져

서(26.1%),담뱃값이 무 비싸서(10.9%)순이었다.

담배가격 인상과 청소년의 연과의 련성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남자

에 비해 여자일수록,학년이 낮을수록,어머니의 학력이 좋을수록,음주경험이 없

는 경우 연가능성이 증가하 다(조경숙,윤장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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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모형

이 연구는 담배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2015년 1월 1일을 기 으로 인상 이 1개

년도,인상 이후 3개년도에 재 흡연하고 있거나, 재 흡연자 연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상자의 흡연율 연시도율, 연시

도이유와의 련성을 탐색하는 서술 종단 조사연구이다(그림 1).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도

재흡연여부

연시도여부

연시도이유

혼란변수

인구사회학 요인 건강행 요인 정신건강 요인 주 건강 요인

연령,성별,도시규모,

주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

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

흡연량

우울감 경험,

스트 스 인지,

수면 충족감

주 건강 인지

그림 2.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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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이 연구는 질병 리본부가 교육부의 조를 통해 2014,2015,2016,2017년에 실

시한 제 10,11,12,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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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행태를 악하기 해 1~고3학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로서,2005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정부승인통계조사이다.

구체 조사 상은 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 800개 표본학교

( 학교 400개,고등학교 400개)로 한 후,17개 시·도별로 ·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 다.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

분법을 용하여 시·도,도시규모( 도시, 소도시,군지역),지역군, 학교는 남·

여·남녀공학,고등학교는 남·여·남녀공학,일반계고·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학교수

를 배분하 다.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1차 추출단 는 학교,

2차 추출단 는 학 으로 하 다.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 을 무작 로 추

출하고,선정된 학 의 학생 원을 조사하 으며,장기결석,특수아동 문자해독

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 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에서 흡연 련 문

항에 응답한 청소년(2014년도;71,638명,2015년도;67,671명,2016년도;65,212명,

2017년도;61,861명)을 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재흡연과의 계를 분석하 으

며,최근 30일 동안,담배를 한 (한개비)라도 피운 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2014년도;6,124명,2015년도;4,963명,2016년;3,891명,2017년;3,620명)을 상으

로 담배가격 인상과 연시도와의 계를 분석하 고, 재흡연자 최근 12개월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2014년;4,378명,2015년;

3,573명,2016년;2,752명,2017년;2,560명)을 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연시도

이유와의 계를 분석하 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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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연구 상자별 분석 내용

3.변수의 선정

1)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재흡연여부, 연시도여부, 연시도이유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설문지의 문항에 기재한 응답으로 분류하 다.

재흡연여부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이 있는 경

우 ‘흡연군’,‘최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답한 경우 ‘비흡연군’으로 분류하 다.

연시도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으로 답한 경우 ‘연시도군’,‘없음’으로 답한 경우를 ‘연미시도군’

으로 분류하 다.

연시도이유는 연시도를 한 이 있는 경우, 연시도 이유에 한 자가 응

답에 따라 경제 이유(담뱃값이 무 비싸서),건강상 이유(담배를 피우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건강에 나쁜 향을 것 같아서),기타이유(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이 싫어해서,친구들이 싫어해서,몸에 냄새가 나서,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회 으로 용납이 안되므로,기타)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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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흥미변수

이 연구에서는 담배가격 인상 1개년도(2014년),인상 후 3개년도(2015,2016,

2017년)를 흥미변수로 사용하 다.

3)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 요인,건강행 요인,정신건강요인,

주 건강요인으로 크게 분류하 다.

∙인구사회학 요인

연도는 2014,2015,2016,2017로 분류하 다.

연령은 12세부터 18세까지 1세 단 로 조사된 자료를 7그룹으로 분류하 다.

성별은 남,여로,도시규모는 도시, 소도시,군지역으로 분류하 다.

주 경제상태는 상, 상, , 하,하로 분류하 다.

일주일 평균용돈은 액이 큰 순으로 상자의 인원수에 따라 4분 로 나 어

상, 상, 하,하로 분류하 다.

주 학업성 은 상(상, 상), ,하( 하,하)를 사용하 다.

∙건강행 요인

격렬한 신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

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2일 이하,3∼4일,5일

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하 다.

재음주여부는 최근 30일 동안 술을 한잔 이상 마신 날이 있는 경우 ‘음주’,‘최

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답한 경우 ‘비음주’로 분류하 다.

흡연량은 ‘최근 30일 동안,담배를 하루에 평균 몇 개비 피웠습니까?’라는 질문

에 1개비 이하,2∼5개비,6∼9개비,10개비 이상 네 그룹으로 분류하 다.

∙정신건강요인

우울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없음으로 분류하 다.

스트 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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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단히 많이 느낀다,많이 느낀다),조 느낌,거의 느끼지 않음(별로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로 분류하 다.

수면 충족감은 ‘최근 7일 동안,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

까?’라는 질문에 충분(매우 충분하다,충분하다),보통(그 그 다),불충분(충분하

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을 사용하 다.

∙주 건강요인

주 건강요인은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

에 좋음(매우 건강한 편,건강한 편),보통,나쁨(건강하지 못한 편,매우 건강하지

못한편)으로 분류하 다.

표 2.변수의 선정

구분 변수 구분

독립변수

인구사회학 요인

연도 2014,2015,2016,2017

연령 12,13,14,15,16,17,18

성별 남학생,여학생

도시규모 도시, 소도시,군지역

주 경제상태 하, 하, , 상,상

일주일 평균용돈 하, 하, 상,상

주 학업성 하, ,상

건강행 요인

격렬한 신체활동 2일이하,3~4일,5일이상

재음주여부 음주,비음주

흡연량 1개비 이하,2~5개비,6~9개비,10개비 이상

정신건강요인

우울감 경험 있음,없음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조 느낌,거의 느끼지 않음

수면 충족감 충분,보통,불충분

주 건강요인 주 건강 인지 좋음,보통,나쁨

종속변수

재흡연여부 흡연군,비흡연군

연시도여부 연시도군, 연미시도군

연시도이유 경제 이유,건강상이유,기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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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방법

연구 상자의 수집된 자료는 SAS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 다.

1)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한 기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2)요인들과 종속변수의 련성을 악하기 하여 카이제곱분석을 시행하 다.

3)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고,오즈비(Oddsratio,OR)와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통계 유의

성을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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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1.흡연 청소년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는 총 266,382명으로 흡연군이 18,598명(7.0%),비흡연군이 247,784명

(93.0%)이었다.

연도별 분포는 2014년에 흡연군이 6,124명(8.5%),비흡연군이 65,514명(91.5%),

2015년에 흡연군이 4,963명(7.3%),비흡연군이 62,708명(92.7%),2016년에 흡연군이

3,891명(6.0%),비흡연군이 61,321명(94.0%),2017년에 흡연군이 3,620명(5.9%),비

흡연군이 58,241명(94.1%)로 통계 차이가 있었다(p<.0001).

연령에 따라서는 12세 흡연군이 217명(1.0%),비흡연군이 21,589명(99.0%)이지만,

18세의 경우 흡연군이 2,627명(14.1%),비흡연군이 15,958명(85.9%)으로 연령이 증

가할수록 비흡연군의 비율이 고 흡연군의 비율이 높아졌다(p<.0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흡연군이 14,607명(10.7%),비흡연군이 121,522

명(89.3%),여학생의 경우 흡연군이 3,991명(3.1%),비흡연군이 126,262명(96.9%)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도시규모별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 흡연군이 9,019명(6.6%),비흡연군이

128,144명(93.4%), 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 흡연군이 8,474명(7.4%),비흡연군

이 106,377명(92.6%),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흡연군이 1,105명(7.7%),비흡연군

이 13,263명(92.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주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흡연군이 1,408명(17.3%),비흡연군이 6,719명

(82.7%),높은 경우 흡연군이 1,754명(7.2%),비흡연군이 22,540명(92.8%)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p<.0001),일주일 평균용돈이 많아질수록 흡연군의 비율이 높

아졌고(p<.0001),주 학업성 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증가하 다(p<.0001).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가 2일 이하인 학생 흡연군이 10,114명(6.1%),비흡연군

이 154,692명(93.9%),3∼4일인 학생 흡연군이 4,647명(7.8%),비흡연군이 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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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92.2%),5일 이상인 학생 흡연군이 3,837명(9.1%),비흡연군이 38,267명

(90.9%)으로 유의한 분포를 보 다(p<.0001).

최근 30일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이 있는 학생 흡연군이 12,518명(30.5%),

비흡연군이 28,463명(69.5%),최근 30일동안 술을 마신 이 없는 학생 흡연군이

6,080명(2.7%),비흡연군이 219,321명(97.3%)으로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는 학생 흡연군이 7,159명(10.8%),비흡연군이 59,375명(89.2%),최근 12

개월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없는

학생 흡연군이 11,439명(5.7%),비흡연군이 188,409명(94.3%)으로 우울감 경험이

있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p<.0001).

평상시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 흡연군이 8,283명(8.5%),비흡연군이

89,352명(91.5%),평상시 스트 스를 조 느끼는 학생 흡연군이 7,173명(6.3%),

비흡연군이 107,525명(93.7%),평상시 스트 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학생 흡연군

이 3,142명(5.8%),비흡연군이 50,907명(94.2%)으로 스트 스를 많이 느낄수록 흡

연율이 높았다(p<.0001).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흡연군

이 3,432명(4.8%),비흡연군이 68,416명(95.2%),그 그 다고 생각하는 학생 흡

연군이 5,638명(6.5%),비흡연군이 80,733명(93.5%),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흡연군이 9,528명(8.8%),비흡연군이 98,635명(91.2%)으로 수면 충족감이 불충분할

수록 흡연율이 높았다(p<.0001).

본인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흡연군이 12,720명(6.6%),비흡연군이

179,060명(93.4%),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흡연군이 4,302명(7.4%),비흡연군

이 54,080명(92.6명),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흡연군이 1,576명(9.7%),비흡연

군이 14,644명(90.3%)으로 주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다

(p<.000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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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체

재흡연여부
p-value

흡연군 비흡연군

266,382(100.0) 18,598(7.0) 247,784(93.0) 　

연도 <.0001

2014 71,638(26.9) 6,124(8.5) 65,514(91.5)

2015 67,671(25.4) 4,963(7.3) 62,708(92.7)

2016 65,212(24.5) 3,891(6.0) 61,321(94.0)

2017 61,861(23.2) 3,620(5.9) 58,241(94.1)

연령 <.0001

12 21,806(8.2) 217(1.0) 21,589(99.0)

13 44,156(16.6) 852(1.9) 43,304(98.1)

14 45,817(17.2) 1,923(4.2) 43,894(95.8)

15 45,375(17.0) 3,108(6.8) 42,267(93.2)

16 45,358(17.0) 4,520(10.0) 40,838(90.0)

17 45,285(17.0) 5,351(11.8) 39,934(88.2)

18 18,585(7.0) 2,627(14.1) 15,958(85.9)

성별 <.0001

남학생 136,129(51.1) 14,607(10.7) 121,522(89.3)

여학생 130,253(48.9) 3,991(3.1) 126,262(96.9)

도시규모 <.0001

도시 137,163(51.5) 9,019(6.6) 128,144(93.4)

소도시 114,851(43.1) 8,474(7.4) 106,377(92.6)

군지역 14,368(5.4) 1,105(7.7) 13,263(92.3)

주 경제상태 <.0001

하 8,127(3.1) 1,408(17.3) 6,719(82.7)

하 35,106(13.2) 3,273(9.3) 31,833(90.7)

126,325(47.4) 8,003(6.3) 118,322(93.7)

상 72,530(27.2) 4,160(5.7) 68,370(94.3)

상 24,294(9.1) 1,754(7.2) 22,540(92.8)

표 3.흡연 청소년의 일반 특성 분포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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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용돈 <.0001

하 83,749(31.4) 2,491(3.0) 81,258(97.0)

하 74,219(27.9) 3,730(5.0) 70,489(95.0)

상 59,496(22.3) 5,275(8.9) 54,221(91.1)

상 48,918(18.4) 7,102(14.5) 41,816(85.5)

주 학업성

하 27,684(10.4) 4,659(16.8) 23,025(83.2) <.0001

204,609(76.8) 12,408(6.1) 192,201(93.9)

상 34,089(12.8) 1,531(4.5) 32,558(95.5)

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164,806(61.9) 10,114(6.1) 154,692(93.9) <.0001

3~4일 59,472(22.3) 4,647(7.8) 54,825(92.2)

5일 이상 42,104(15.8) 3,837(9.1) 38,267(90.9)

재음주여부 <.0001

음주 40,981(15.4) 12,518(30.5) 28,463(69.5)

비음주 225,401(84.6) 6,080(2.7) 219,321(97.3)

우울감 경험 <.0001

있음 66,534(25.0) 7,159(10.8) 59,375(89.2)

없음 199,848(75.0) 11,439(5.7) 188,409(94.3)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97,635(36.7) 8,283(8.5) 89,352(91.5) <.0001

조 느낌 114,698(43.1) 7,173(6.3) 107,525(93.7)

거의 느끼지 않음 54,049(20.3) 3,142(5.8) 50,907(94.2)

수면 충족감

충분 71,848(27.0) 3,432(4.8) 68,416(95.2) <.0001

보통 86,371(32.4) 5,638(6.5) 80,733(93.5)

불충분 108,163(40.6) 9,528(8.8) 98,635(91.2)

주 건강 인지 <.0001

좋음 191,780(72.0) 12,720(6.6) 179,060(93.4)

보통 58,382(21.9) 4,302(7.4) 54,080(92.6)

　 나쁨 16,220(6.1) 1,576(9.7) 14,644(90.3) 　

 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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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흡연 련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청소년의 흡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연도,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우울감 경험,

스트 스 인지,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흡

연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시규모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도에 따라서는 담배가격 인상 인 2014년을 기 으로 담배가격 인상 후인 2015

년에 흡연할 오즈가 0.78배(95% CI0.71-0.86),2016년이 0.64배(95% CI0.58-0.70),

2017년이 0.61배(95% CI0.56-0.67)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12세 학생에 비해 13세 학생의 흡연이 1.74배(95% CI

1.47-2.08),14세 학생의 흡연이 3.18배(95% CI2.67-3.79)15세 학생의 흡연이 3.98

배(95% CI3.34-4.75),16세 학생의 흡연이 4.37배(95% CI3.67-5.21),17세 학생의

흡연이 4.50배(95% CI3.77-5.36),18세 학생의 흡연이 5.32배(95% CI4.44-6.36)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흡연이 0.24배(95% CI

0.22-0.25)로 나타났다.

주 경제상태가 높은 학생에 비해 낮은 학생의 흡연이 1.52배(95% CI

1.36-1.70)높았고, 간인 학생의 흡연이 0.83배(95% CI0.77-0.90),조 높은 학

생의 흡연은 0.82배(95% CI0.76-0.88)로 나타났으며,용돈에 따라서는 일주일 평

균용돈이 많은 학생에 비해 은 학생의 흡연이 0.37배(95% CI0.35-0.39),일주일

평균용돈이 조 은 학생의 흡연이 0.52배(95% CI0.49-0.55),일주일 평균용돈

이 조 많은 학생의 흡연이 0.76배(95% CI0.72-0.79)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동안 학업성 이 높다고 생각한 학생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 학생의

흡연이 3.31배(95% CI3.05-3.59), 간이라고 생각한 학생의 흡연이 1.42배(95%

CI1.32-1.52)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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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흡연군

AdjustedOR(95%CI)

연도

2014 1.00 -

2015 0.78(0.71-0.86)

2016 0.64(0.58-0.70)

2017 0.61(0.56-0.67)

연령

12 1.00 -

13 1.74(1.47-2.08)

14 3.18(2.67-3.79)

15 3.98(3.34-4.75)

16 4.37(3.67-5.21)

17 4.50(3.77-5.36)

18 5.32(4.44-6.36)

성별

남학생 1.00 -

여학생 0.24(0.22-0.25)

도시규모

도시 1.00 -

소도시 1.05(0.99-1.12)

군지역 1.06(0.90-1.24)

최근 30일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이 없는 학생에 비해 1잔 이상 술을 마신

이 있는 학생의 흡연은 9.72배(95% CI9.31-10.14)로 유의하게 높았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없는 학생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의 흡연은 1.52배(95% CI1.46-1.59)

높았으며,평상시 스트 스를 많이 느끼지 않는 학생에 비해 스트 스를 많이 느

끼는 학생의 흡연은 1.11배(95% CI1.05-1.18)높았다.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보

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흡연이 1.16배(95% CI1.10-1.23),충분치 않다고 생각

하는 학생의 흡연은 1.26배(95% CI1.19-1.33)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4.흡연 청소년의 흡연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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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제상태

하 1.52(1.36-1.70)

하 1.01(0.93-1.10)

0.83(0.77-0.90)

상 0.82(0.76-0.88)

상 1.00 -

일주일 평균용돈

하 0.37(0.35-0.39)

하 0.52(0.49-0.55)

상 0.76(0.72-0.79)

상 1.00 -

주 학업성

하 3.31(3.05-3.59)

1.42(1.32-1.52)

상 1.00 -

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0.90(0.86-0.95)

3~4일 1.03(0.97-1.10)

5일 이상 1.00 -

재음주여부

음주 9.72(9.31-10.14)

비음주 1.00 -

우울감 경험

있음 1.52(1.46-1.59)

없음 1.00 -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1.11(1.05-1.18)

조 느낌 0.98(0.93-1.04)

거의 느끼지 않음 1.00 -

수면 충족감

충분 1.00 -

보통 1.16(1.10-1.23)

불충분 1.26(1.19-1.33)

주 건강 인지

좋음 1.00 -

보통 1.06(1.01-1.11)

　 나쁨 1.06(0.98-1.14)

표 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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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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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12 1.00 0.64(0.41-0.99) 0.56(0.36-0.88) 0.40(0.24-0.65)

13 1.00 0.62(0.49-0.77) 0.43(0.34-0.55) 0.59(0.46-0.75)

14 1.00 0.78(0.66-0.93) 0.59(0.50-0.69) 0.64(0.55-0.76)

15 1.00 0.71(0.61-0.82) 0.55(0.47-0.64) 0.56(0.48-0.66)

16 1.00 0.79(0.68-0.92) 0.67(0.57-0.78) 0.60(0.52-0.70)

17 1.00 0.87(0.76-0.99) 0.71(0.62-0.82) 0.63(0.56-0.72)

18 1.00 0.82(0.69-0.98) 0.73(0.61-0.87) 0.65(0.54-0.78)

성별

남학생 1.00 0.80(0.72-0.88) 0.64(0.58-0.71) 0.59(0.54-0.65)

여학생 1.00 0.75(0.63-0.88) 0.62(0.53-0.73) 0.66(0.56-0.77)

도시규모

도시 1.00 0.81(0.71-0.92) 0.65(0.57-0.74) 0.61(0.54-0.69)

소도시 1.00 0.76(0.66-0.87) 0.63(0.54-0.72) 0.61(0.53-0.69)

군지역 1.00 0.71(0.46-1.08) 0.69(0.47-1.00) 0.59(0.41-0.84)

주 경제상태

하 1.00 0.92(0.74-1.14) 0.73(0.58-0.91) 0.77(0.61-0.98)

하 1.00 0.74(0.65-0.85) 0.66(0.57-0.76) 0.54(0.47-0.64)

1.00 0.77(0.69-0.86) 0.62(0.55-0.69) 0.58(0.52-0.65)

상 1.00 0.83(0.73-0.93) 0.65(0.57-0.74) 0.62(0.55-0.71)

상 1.00 0.74(0.61-0.90) 0.66(0.55-0.80) 0.73(0.60-0.87)

청소년의 흡연에 향을 미치는 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 흡연여부

를 종속변수로 연도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담배가격 인상

인 2014년에 비해 담배가격 인상 이후인 2015,2016,2017년 모든 변수에서 흡연할

가능성이 감소하 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5).

표 5.연도에 따른 흡연청소년의 특성과 흡연과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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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용돈

하 1.00 0.83(0.71-0.96) 0.67(0.58-0.78) 0.63(0.54-0.73)

하 1.00 0.78(0.69-0.89) 0.59(0.52-0.67) 0.59(0.51-0.68)

상 1.00 0.78(0.69-0.88) 0.70(0.61-0.79) 0.59(0.51-0.67)

상 1.00 0.77(0.68-0.87) 0.61(0.54-0.69) 0.62(0.55-0.70)

주 학업성

하 1.00 0.72(0.63-0.82) 0.62(0.55-0.71) 0.62(0.55-0.71)

1.00 0.80(0.72-0.88) 0.64(0.58-0.71) 0.60(0.54-0.66)

상 1.00 0.81(0.66-0.99) 0.70(0.58-0.86) 0.65(0.53-0.79)

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1.00 0.79(0.70-0.88) 0.64(0.57-0.72) 0.60(0.54-0.67)

3~4일 1.00 0.84(0.74-0.96) 0.66(0.58-0.75) 0.66(0.58-0.75)

5일 이상 1.00 0.72(0.63-0.81) 0.62(0.54-0.71) 0.59(0.51-0.67)

재음주여부

음주 1.00 0.80(0.72-0.89) 0.70(0.63-0.78) 0.67(0.60-0.74)

비음주 1.00 0.77(0.70-0.86) 0.57(0.51-0.63) 0.54(0.48-0.60)

우울감 경험

있음 1.00 0.78(0.70-0.87) 0.65(0.58-0.73) 0.66(0.59-0.74)

없음 1.00 0.78(0.71-0.87) 0.64(0.57-0.71) 0.58(0.53-0.65)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1.00 0.78(0.70-0.87) 0.64(0.57-0.71) 0.59(0.53-0.66)

조 느낌 1.00 0.78(0.70-0.87) 0.62(0.56-0.70) 0.61(0.55-0.69)

거의 느끼지 않음 1.00 0.81(0.69-0.94) 0.69(0.60-0.80) 0.65(0.55-0.75)

수면 충족감

충분 1.00 0.79(0.69-0.90) 0.67(0.58-0.76) 0.60(0.52-0.69)

보통 1.00 0.77(0.68-0.86) 0.64(0.56-0.72) 0.63(0.56-0.71)

불충분 1.00 0.79(0.71-0.89) 0.63(0.57-0.71) 0.60(0.54-0.67)

주 건강 인지

좋음 1.00 0.80(0.73-0.88) 0.65(0.59-0.72) 0.62(0.56-0.68)

보통 1.00 0.79(0.69-0.90) 0.63(0.55-0.72) 0.60(0.52-0.69)

　 나쁨 1.00 0.64(0.52-0.78) 0.57(0.46-0.69) 0.56(0.46-0.69)

표 5.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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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시도 청소년의 일반 특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흡연군으로 조사된 상자 18,598명에 해 연시도여

부를 살펴보면 연시도군이 13,263명(71.3%), 연미시도군은 5,335명(28.7%)이었

다(표 6).

연도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4767),연령에 따라서는 12세 흡연군

연시도군이 155명(71.4%), 연미시도군이 62명(28.6%),13세 연시도군이

602명(70.7%), 연미시도군이 250명(29.3%),14세 연시도군이 1,406명(73.1%),

연미시도군이 517명(26.9%),15세 연시도군이 2,298명(73.9%), 연미시도군이

810명(26.1%),16세 연시도군이 3,261명(72.1%), 연미시도군이 1,259명(27.9%),

17세 연시도군이 3,727명(69.7%), 연미시도군이 1,624명(30.3%),18세 연시도

군이 1,814명(69.1%), 연미시도군이 813명(30.9%)으로 연령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경제상태별로는 주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연시도군이 972명(69.0%), 연

미시도군이 436명(31.0%),주 경제상태가 조 낮은 경우 연시도군이 2,406

명(73.5%), 연미시도군이 867명(26.5%),주 경제상태가 간인 경우 연시

도군이 5,758명(71.9%), 연미시도군이 2,245명(28.1%),주 경제상태가 조

높은 경우 연시도군이 2,955명(71.0%), 연미시도군이 1,205명(29.0%),주

경제상태가 높은 경우 연시도군이 1,172명(66.8%), 연미시도군이 582명(33.2%)

로 연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용돈에 따라서는 연구 상자의 일주일 평균용돈이 은 경우 연시도군이

1,735명(69.7%), 연미시도군이 756명(30.3%),일주일 평균용돈이 조 은 경우

연시도군이 2,689명(72.1%), 연미시도군이 1,041명(27.9%),일주일 평균용돈이

조 많은 경우 연시도군이 3,829명(72.6%), 연미시도군이 1,446명(27.4%),일

주일 평균용돈이 많은 경우 연시도군이 5,010명(70.5%), 연미시도군이 2,092명

(29.5%)로 연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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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동안 학업성 이 낮다고 생각한 경우 연시도군이 3,295명(70.7%),

연미시도군이 1,364명(29.3%),학업성 이 보통이라고 생각한 경우 연시도군이

9,018명(72.7%), 연미시도군이 3,390명(27.3%),학업성 이 높다고 생각한 경우

연시도군이 950명(62.1%), 연미시도군이 581명(37.9%)으로 주 학업성 에

따라 연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연시도군이 7,036명(69.6%), 연미

시도군이 3,078명(30.4%),5일 이상인 경우 연시도군이 2,833명(73.8%), 연미시

도군이 1,004명(26.2%)로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연시도율이 증가하 다(p<.0001).

흡연량에 따라서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하루에 평균 1개비 이하 피운 경우

연시도군이 3,042명(63.9%), 연미시도군이 1,716명(36.1%),하루 평균 2∼5개비를

피운 경우 연시도군이 4,771명(77.8%), 연미시도군이 1,363명(22.2%),하루 평균

6∼9개비 피운 경우 연시도군이 3,084명(75.0%), 연미시도군이 1,028명(25.0%),

하루 평균 10개비 이상 피운 경우 연시도군이 2,366명(65.8%), 연미시도군이

1,228명(34.2%)으로 흡연량에 따른 연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는 경우 연시도군이 5,254명(73.4%), 연미시도군이 1,905명(26.6%),최

근 12개월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없는 경우 연시도군이 8,009명(70.0%), 연미시도군이 3,430명(30.0%)로 우울감

경험에 따라 연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평상시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 연시도군이 5,883명(71.0%), 연미시도

군이 2,400명(29.0%),평상시 스트 스를 조 느끼는 경우 연시도군이 5,187명

(72.3%), 연미시도군이 1,986명(27.7%),평상시 스트 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경

우 연시도군이 2,193명(69.8%), 연미시도군이 949명(30.2%)로 스트 스 경험에

따라 연시도에 차이가 있었다(p=.0250).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연시

도군이 2,369명(69.0%), 연미시도군이 1,063명(31.0%),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그 그 다고 생각하는 학생 연시도군이 4,069명(72.2%),



- 25 -

변수
체

연시도여부
p-value

연시도군 연미시도군

18,598(100.0) 13,263(71.3) 5,335(28.7) 　

연도 0.4767

2014 6,124(32.9) 4,378(71.5) 1,746(28.5)

2015 4,963(26.7) 3,573(72.0) 1,390(28.0)

2016 3,891(20.9) 2,752(70.7) 1,139(29.3)

2017 3,620(19.5) 2,560(70.7) 1,060(29.3)

연령 <.0001

12 217(1.2) 155(71.4) 62(28.6)

13 852(4.6) 602(70.7) 250(29.3)

14 1,923(10.3) 1,406(73.1) 517(26.9)

15 3,108(16.7) 2,298(73.9) 810(26.1)

16 4,520(24.3) 3,261(72.1) 1,259(27.9)

17 5,351(28.8) 3,727(69.7) 1,624(30.3)

18 2,627(14.1) 1,814(69.1) 813(30.9)

성별 0.6397

남학생 14,607(78.5) 10,405(71.2) 4,202(28.8)

여학생 3,991(21.5) 2,858(71.6) 1,133(28.4)

도시규모 0.1148

도시 9,019(48.5) 6,370(70.6) 2,649(29.4)

소도시 8,474(45.6) 6,090(71.9) 2,384(28.1)

군지역 1,105(5.9) 803(72.7) 302(27.3)

주 경제상태 <.0001

하 1,408(7.6) 972(69.0) 436(31.0)

하 3,273(17.6) 2,406(73.5) 867(26.5)

8,003(43.0) 5,758(71.9) 2,245(28.1)

상 4,160(22.4) 2,955(71.0) 1,205(29.0)

상 1,754(9.4) 1,172(66.8) 582(33.2)

연미시도군이 1,569명(27.8%),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별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연시도군이 6,825명(71.6%), 연미시도군이

2,703명(28.4%)으로 주 수면 충족감에 따라 연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36).

표 6. 연시도 청소년의 일반 특성 분포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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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용돈 0.0134

하 2,491(13.4) 1,735(69.7) 756(30.3)

하 3,730(20.1) 2,689(72.1) 1,041(27.9)

상 5,275(28.4) 3,829(72.6) 1,446(27.4)

상 7,102(38.2) 5,010(70.5) 2,092(29.5)

주 학업성 <.0001

하 4,659(25.1) 3,295(70.7) 1,364(29.3)

12,408(66.7) 9,018(72.7) 3,390(27.3)

상 1,531(8.2) 950(62.1) 581(37.9)

격렬한 신체활동 <.0001

2일 이하 10,114(54.4) 7,036(69.6) 3,078(30.4)

3~4일 4,647(25.0) 3,394(73.0) 1,253(27.0)

5일 이상 3,837(20.6) 2,833(73.8) 1,004(26.2)

재음주여부 0.6260

음주 12,518(67.3) 8,913(71.2) 3,605(28.8)

비음주 6,080(32.7) 4,350(71.5) 1,730(28.5)

흡연량 <.0001

1개비 이하 4,758(25.6) 3,042(63.9) 1,716(36.1)

2-5개비 6,134(33.0) 4,771(77.8) 1,363(22.2)

6-9개비 4,112(22.1) 3,084(75.0) 1,028(25.0)

10개비 이상 3,594(19.3) 2,366(65.8) 1,228(34.2)

우울감 경험 <.0001

있음 7,159(38.5) 5,254(73.4) 1,905(26.6)

없음 11,439(61.5) 8,009(70.0) 3,430(30.0)

스트 스 인지 0.0250

많이 느낌 8,283(44.5) 5,883(71.0) 2,400(29.0)

조 느낌 7,173(38.6) 5,187(72.3) 1,986(27.7)

거의 느끼지 않음 3,142(16.9) 2,193(69.8) 949(30.2)

수면 충족감 0.0036

충분 3,432(18.5) 2,369(69.0) 1,063(31.0)

보통 5,638(30.3) 4,069(72.2) 1,569(27.8)

불충분 9,528(51.2) 6,825(71.6) 2,703(28.4)

주 건강 인지 0.1628

좋음 12,720(68.4) 9,122(71.7) 3,598(28.3)

보통 4,302(23.1) 3,020(70.2) 1,282(29.8)

　 나쁨 1,576(8.5) 1,121(71.1) 455(28.9) 　

표 6.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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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시도 련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흡연 청소년의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연도,연령,

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

활동, 재음주여부,흡연량,우울감 경험,스트 스 인지,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연시도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표 7).

흡연 청소년의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주 경제상태,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흡연량,우울감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담배가격 인상 후(연도)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연령에 따라 12세 학생에 비해 17세 학생의 연시도가 0.66배(95% CI

0.47-0.93),18세 학생의 연시도가 0.66배(95% CI0.46-0.93)낮게 나타났다.

주 경제상태가 높은 학생에 비해 조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연시도가

1.19배(95% CI1.02-1.38)로 유의하게 높았으며,최근 12개월동안 학업성 이 높다

고 생각한 학생에 비해 학업성 이 낮다고 생각한 학생의 연시도가 1.42배(95%

CI1.24-1.64),보통이라고 생각한 학생의 연시도가 1.54배(95% CI1.35-1.76)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가 5일 이상인 학생에 비해 2일 이하인 학생의 연시도가

0.79배(95% CI0.72-0.87)낮았다.

흡연량에 따라서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하루에 평균 1개비 이하 피운 학생에

비해 하루 평균 2∼5개비를 피운 학생의 연시도가 2.06배(95% CI1.87-2.26),하

루 평균 6∼9개비 피운 학생의 연시도가 1.83배(95% CI1.65-2.04),하루 평균

10개비 이상 피운 학생의 연시도가 1.22배(95% CI1.09-1.36)로 흡연량이 많을수

록 연시도할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없는 학생 연시도한 학생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의 연시도가

1.22배(95% CI1.13-1.32)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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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시도군

AdjustedOR(95%CI)

연도

2014 1.00 -

2015 1.03(0.94-1.14)

2016 0.98(0.88-1.09)

2017 0.97(0.88-1.08)

연령

12 1.00 -

13 0.89(0.61-1.30)

14 0.87(0.61-1.24)

15 0.88(0.62-1.25)

16 0.77(0.54-1.09)

17 0.66(0.47-0.93)

18 0.66(0.46-0.93)

성별

남학생 1.00 -

여학생 1.08(0.99-1.19)

도시규모

도시 1.00 -

소도시 1.03(0.96-1.11)

군지역 1.16(0.95-1.43)

주 경제상태

하 0.96(0.80-1.15)

하 1.19(1.02-1.38)

1.08(0.94-1.23)

상 1.01(0.88-1.17)

상 1.00 -

일주일 평균 용둔

하 0.95(0.85-1.06)

하 1.02(0.93-1.13)

상 1.03(0.94-1.12)

상 1.00 -

주 학업성

하 1.42(1.24-1.64)

1.54(1.35-1.76)

상 1.00 -

표 7. 연시도 청소년의 연시도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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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0.79(0.72-0.87)

3~4일 0.95(0.85-1.05)

5일 이상 1.00 -

재음주여부

음주 0.96(0.89-1.05)

비음주 1.00 -

흡연량

1개비 이하 1.00 -

2-5개비 2.06(1.87-2.26)

6-9개비 1.83(1.65-2.04)

10개비 이상 1.22(1.09-1.36)

우울감 경험

있음 1.22(1.13-1.32)

없음 1.00 -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1.01(0.90-1.12)

조 느낌 1.10(0.99-1.22)

거의 느끼지 않음 1.00 -

수면 충족감

충분 1.00 -

보통 1.11(1.00-1.24)

불충분 1.09(0.99-1.21)

주 건강 인지

좋음 1.00 -

보통 0.96(0.88-1.04)

나쁨 1.01(0.88-1.15)

표 7.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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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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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12 1.00 0.79(0.33-1.93) 1.91(0.54-6.69) 0.68(0.19-2.44)

13 1.00 1.01(0.64-1.62) 1.04(0.62-1.75) 1.00(0.61-1.64)

14 1.00 0.93(0.70-1.23) 1.09(0.79-1.51) 1.18(0.87-1.61)

15 1.00 1.03(0.81-1.30) 1.12(0.86-1.46) 1.06(0.81-1.39)

16 1.00 1.11(0.93-1.34) 1.03(0.84-1.25) 1.00(0.81-1.23)

17 1.00 0.96(0.81-1.14) 0.92(0.76-1.11) 0.89(0.74-1.07)

18 1.00 1.15(0.89-1.49) 0.86(0.65-1.12) 0.92(0.70-1.20)

성별

남학생 1.00 1.02(0.92-1.14) 0.98(0.87-1.10) 0.94(0.84-1.06)

여학생 1.00 1.08(0.88-1.32) 0.96(0.77-1.21) 1.13(0.91-1.40)

도시규모

도시 1.00 1.07(0.93-1.23) 1.05(0.91-1.21) 0.99(0.86-1.14)

소도시 1.00 0.99(0.86-1.13) 0.89(0.75-1.05) 0.96(0.82-1.12)

군지역 1.00 1.20(0.69-2.10) 1.20(0.72-2.00) 1.08(0.58-1.99)

주 경제상태

하 1.00 1.07(0.76-1.51) 0.86(0.60-1.24) 0.88(0.61-1.28)

하 1.00 1.05(0.84-1.32) 0.85(0.68-1.08) 1.14(0.87-1.49)

1.00 0.97(0.83-1.12) 0.95(0.81-1.11) 0.85(0.73-1.00)

상 1.00 1.25(1.01-1.53) 1.23(0.99-1.53) 1.12(0.91-1.39)

상 1.00 0.99(0.72-1.36) 1.03(0.74-1.42) 1.15(0.83-1.61)

흡연 청소년의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

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우울감 경

험,스트 스 인지,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 연시도여부를 종속변수로 연도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4년에 비해 2015,2016,2017년 모든 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8).

표 8.연도에 따른 연시도 청소년의 특성과 연시도와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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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용돈

하 1.00 0.97(0.76-1.24) 0.85(0.65-1.12) 0.93(0.71-1.23)

하 1.00 1.03(0.84-1.27) 1.02(0.82-1.27) 1.05(0.83-1.34)

상 1.00 1.02(0.85-1.21) 0.97(0.81-1.15) 0.93(0.76-1.13)

상 1.00 1.06(0.91-1.23) 1.01(0.85-1.20) 0.98(0.84-1.15)

주 학업성

하 1.00 1.04(0.86-1.26) 1.13(0.92-1.39) 1.08(0.89-1.31)

1.00 1.02(0.90-1.15) 0.95(0.84-1.08) 0.94(0.83-1.07)

상 1.00 1.15(0.81-1.62) 0.82(0.59-1.14) 0.96(0.68-1.34)

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1.00 1.01(0.89-1.14) 0.90(0.79-1.03) 1.00(0.88-1.14)

3~4일 1.00 0.96(0.80-1.16) 1.14(0.93-1.40) 0.88(0.72-1.08)

5일 이상 1.00 1.20(0.96-1.50) 1.05(0.83-1.32) 1.02(0.81-1.28)

재음주여부

음주 1.00 1.02(0.90-1.15) 0.99(0.87-1.12) 0.97(0.85-1.11)

비음주 1.00 1.07(0.91-1.26) 0.97(0.82-1.16) 1.00(0.84-1.19)

흡연량

1개비 이하 1.00 1.00(0.84-1.19) 1.06(0.88-1.27) 0.99(0.83-1.18)

2-5개비 1.00 1.10(0.92-1.31) 0.84(0.69-1.02) 0.86(0.70-1.04)

6-9개비 1.00 1.06(0.86-1.29) 1.07(0.85-1.34) 1.08(0.85-1.36)

10개비 이상 1.00 0.99(0.79-1.24) 1.04(0.84-1.30) 1.10(0.89-1.36)

우울감 경험

있음 1.00 1.00(0.86-1.17) 1.02(0.87-1.21) 0.96(0.82-1.13)

없음 1.00 1.05(0.93-1.18) 0.95(0.83-1.08) 0.97(0.86-1.11)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1.00 1.05(0.91-1.21) 1.00(0.85-1.17) 0.93(0.81-1.08)

조 느낌 1.00 1.00(0.87-1.16) 0.98(0.84-1.14) 1.00(0.86-1.17)

거의 느끼지 않음 1.00 1.07(0.85-1.35) 0.95(0.74-1.23) 1.03(0.79-1.36)

수면 충족감

충분 1.00 1.04(0.84-1.29) 1.10(0.86-1.39) 0.91(0.72-1.15)

보통 1.00 1.11(0.94-1.31) 1.01(0.84-1.23) 1.17(0.97-1.40)

불충분 1.00 0.97(0.85-1.12) 0.92(0.79-1.06) 0.90(0.78-1.04)

주 건강 인지

좋음 1.00 1.09(0.97-1.22) 1.03(0.91-1.17) 0.96(0.85-1.09)

보통 1.00 0.96(0.79-1.15) 0.84(0.70-1.01) 0.96(0.79-1.17)

　 나쁨 1.00 0.85(0.61-1.19) 0.96(0.67-1.37) 1.15(0.81-1.62)

표 8.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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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체

연시도이유
p-value

경제 이유 건강상 이유 기타 이유

13,263(100.0) 1,449(10.9) 7,947(59.9) 3,867(29.2) 　

연도 <.0001

2014 4,378(33.0) 256(5.8) 2,887(65.9) 1,235(28.2)

2015 3,573(26.9) 558(15.6) 2,036(57.0) 979(27.4)

2016 2,752(20.7) 362(13.2) 1,533(55.7) 857(31.1)

　 2017 2,560(19.3) 273(10.7) 1,491(58.2) 796(31.1) 　

5. 연시도 청소년의 연시도이유

연구 상자 체 266,382명에서 흡연군으로 응답한 18,598명 연시도군( 연

시도경험이 있는 상자)13,263명을 상으로 연시도이유에 해 경제 이유(담

뱃값이 무 비싸서),건강상이유(담배를 피우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건강에 나쁜

향을 것 같아서),기타이유(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이 싫어해서,

친구들이 싫어해서,몸에 냄새가 나서,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회 으로

용납이 안되므로,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표 9).

연시도군 경제 이유가 1,449명(10.9%),건강상이유가 7,947명(59.9%),기타

이유는 3,867명(29.2%)이었다.연도별로는 2014년에 경제 이유가 256명(5.8%),건

강상이유가 2,887명(65.9%),기타이유가 1,235명(28.2%),2015년에 경제 이유가

558명(15.6%),건강상이유가 2,036명(57.0%),기타이유가 979명(27.4%),2016년에

경제 이유가 362명(13.2%), 건강상이유가 1,533명(55.7%), 기타이유가 857명

(31.1%),2017년에 경제 이유가 273명(10.7%),건강상이유가 1,491명(58.2%),기타

이유가 796명(31.1%)으로 연도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9. 연시도군의 연도별 연시도이유 분포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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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시도군

AdjustedOR(95% CI)

연도(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경우)

2014 1.00 -

2015 2.87(2.39-3.43)

2016 2.22(1.81-2.74)

2017 1.84(1.50-2.25)

연도(건강상이유로 연시도한 경우)

2014 1.00 -

2015 0.88(0.79-0.98)

2016 0.81(0.72-0.91)

2017 0.84(0.75-0.95)

연도(기타이유로 연시도한 경우)

2014 1.00 -

2015 1.04(0.92-1.17)

2016 1.11(0.97-1.27)

　 2017 1.11(0.98-1.27)

*통제변수: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신체활동,음주,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주 건강상태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

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신체활동,음주,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주 건강상태)을 통제한 상태에서 담배가격

인상 후 연도별로 연시도이유를 분석하 다(표 10).

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학생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 인 2014년에 비해 담배

가격 인상 이후인 2015년에 연시도할 확률이 2.87배(95% CI2.39-3.43),2016년

에 연시도할 확률이 2.22배(95% CI1.81-2.74),2017년에 연시도할 확률이 1.84

배(95% CI1.50-2.25)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건강상이유로 연시도한 학

생의 경우,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연시도할 확률은 0.88배(95% CI0.79-0.98),

2016년에 연시도할 확률이 0.81배(95% CI0.72-0.91),2017년에 연시도할 확률

은 0.84배(95% CI0.75-0.95)낮게 나타났다.

표 10. 연시도 청소년의 연시도이유별 연도에 따른 연시도와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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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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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12 1.00 - - - - - -

13 1.00 14.24(2.10-96.46) 42.50(5.34-338.08) 3.01(0.40-22.72)

14 1.00 1.91(0.86-4.25) 2.78(1.25-6.19) 3.19(1.37-7.44)

15 1.00 2.97(1.82-4.83) 2.47(1.46-4.20) 2.23(1.33-3.75)

16 1.00 3.20(2.26-4.53) 2.57(1.76-3.74) 2.20(1.49-3.26)

17 1.00 2.74(1.98-3.81) 1.79(1.21-2.65) 1.41(0.96-2.09)

18 1.00 2.96(1.83-4.81) 2.09(1.23-3.57) 1.72(1.02-2.90)

성별

남학생 1.00 2.74(2.24-3.35) 2.23(1.77-2.81) 1.71(1.36-2.15)

여학생 1.00 4.24(2.71-6.63) 2.45(1.48-4.05) 2.78(1.70-4.54)

도시규모

도시 1.00 3.26(2.51-4.25) 2.89(2.17-3.83) 2.24(1.68-2.98)

소도시 1.00 2.51(1.94-3.23) 1.62(1.18-2.24) 1.50(1.11-2.02)

군지역 1.00 3.49(1.35-9.03) 3.26(1.06-9.97) 2.30(0.66-8.03)

6. 연시도이유와 연시도의 련성

연시도이유에 따라 연시도군을 세그룹으로 나 뒤,각 그룹별로 연시도

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연시도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연도별로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6.1.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의 특성과 연시도의 련성

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 1,449명을 상으로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흡연량,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

주 건강 인지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시도를 종속변수로 연도에 따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담배가격 인상 인 2014년에 비해 담배가격 인상

이후인 2015,2016,2017년에 부분의 변수에서 연시도할 확률이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표 11).

 

표 11.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의 특성과 연도별 연시도와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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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제상태

하 1.00 2.93(1.54-5.58) 2.58(1.35-4.92) 2.29(1.11-4.75)

하 1.00 2.62(1.73-3.96) 1.69(1.08-2.62) 1.67(1.01-2.76)

1.00 3.36(2.52-4.49) 2.71(1.96-3.74) 1.91(1.37-2.67)

상 1.00 3.62(2.28-5.74) 3.03(1.86-4.93) 2.38(1.46-3.89)

상 1.00 1.94(0.93-4.03) 1.53(0.67-3.46) 1.78(0.87-3.63)

일주일 평균용돈 - - -

하 1.00 2.46(1.45-4.20) 2.13(1.17-3.88) 1.76(0.96-3.21)

하 1.00 2.69(1.76-4.11) 1.39(0.83-2.32) 1.81(1.11-2.96)

상 1.00 3.60(2.52-5.13) 2.83(1.93-4.16) 1.96(1.26-3.04)

상 1.00 2.78(2.06-3.74) 2.50(1.80-3.48) 1.94(1.42-2.65)

주 학업성

하 1.00 2.84(2.02-3.99) 2.69(1.86-3.88) 2.32(1.60-3.36)

1.00 3.00(2.39-3.77) 2.16(1.68-2.77) 1.63(1.26-2.10)

상 1.00 2.79(1.27-6.16) 1.25(0.56-2.77) 2.22(1.04-4.72)

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1.00 2.81(2.19-3.60) 2.11(1.60-2.77) 1.78(1.34-2.36)

3~4일 1.00 3.12(2.14-4.55) 2.82(1.86-4.29) 1.67(1.10-2.53)

5일 이상 1.00 3.20(2.09-4.90) 2.22(1.39-3.56) 2.32(1.49-3.61)

재음주여부

음주 1.00 2.93(2.37-3.61) 2.27(1.79-2.88) 1.92(1.52-2.42)

비음주 1.00 2.83(1.97-4.06) 2.14(1.44-3.18) 1.64(1.07-2.52)

흡연량 　 　 　

1개비 이하 1.00 8.60(3.61-20.51) 5.96(2.32-15.33) 4.53(1.82-11.27)

2-5개비 1.00 3.23(2.31-4.50) 1.93(1.34-2.79) 1.53(1.05-2.24)

6-9개비 1.00 - - -

10개비 이상 1.00 1.70(1.19-2.44) 2.17(1.49-3.16) 1.48(1.00-2.21)

우울감 경험

있음 1.00 2.38(1.76-3.23) 2.03(1.44-2.87) 2.23(1.61-3.07)

없음 1.00 3.15(2.49-3.99) 2.39(1.85-3.08) 1.61(1.22-2.12)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1.00 2.77(2.10-3.65) 2.40(1.76-3.26) 1.99(1.48-2.67)

조 느낌 1.00 2.95(2.18-4.01) 2.30(1.64-3.22) 1.75(1.24-2.48)

거의 느끼지 않음 1.00 3.11(1.91-5.04) 2.08(1.20-3.60) 1.64(0.95-2.85)

수면 충족감

충분 1.00 2.83(1.76-4.54) 2.31(1.37-3.90) 1.81(1.06-3.09)

보통 1.00 3.22(2.22-4.66) 2.99(2.01-4.45) 2.43(1.62-3.63)

불충분 1.00 2.79(2.18-3.57) 2.00(1.51-2.65) 1.66(1.27-2.17)

주 건강 인지

좋음 1.00 3.10(2.46-3.90) 2.30(1.77-2.97) 1.82(1.42-2.34)

보통 1.00 2.88(1.99-4.17) 2.06(1.37-3.11) 1.99(1.30-3.05)

　 나쁨 1.00 2.21(1.13-4.35) 2.74(1.39 -5.41) 2.20(1.07 -4.52)

표 1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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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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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12 1.00 0.52(0.16-1.67) 1.47(0.31-7.14) 0.45(0.10-2.11)

13 1.00 0.86(0.52-1.43) 0.72(0.40-1.29) 0.92(0.53-1.58)

14 1.00 0.85(0.63-1.16) 0.88(0.61-1.26) 1.09(0.78-1.51)

15 1.00 0.87(0.68-1.12) 0.94(0.71-1.25) 0.99(0.73-1.33)

16 1.00 0.99(0.81-1.22) 0.84(0.68-1.05) 0.85(0.67-1.08)

17 1.00 0.78(0.64-0.95) 0.76(0.62-0.94) 0.75(0.61-0.93)

18 1.00 0.96(0.72-1.27) 0.69(0.52-0.93) 0.77(0.57-1.03)

성별

남학생 1.00 0.87(0.78-0.99) 0.83(0.72-0.95) 0.80(0.70-0.92)

여학생 1.00 0.90(0.72-1.12) 0.70(0.55-0.91) 1.01(0.81-1.27)

도시규모

도시 1.00 0.92(0.78-1.07) 0.86(0.73-1.01) 0.86(0.73-1.01)

소도시 1.00 0.84(0.72-0.98) 0.74(0.62-0.89) 0.83(0.69-0.99)

군지역 1.00 1.00(0.52-1.90) 0.92(0.51-1.66) 0.91(0.46-1.82)

주 경제상태

하 1.00 0.81(0.55-1.21) 0.48(0.31-0.76) 0.77(0.50-1.20)

하 1.00 0.86(0.67-1.10) 0.70(0.54-0.90) 1.03(0.77-1.39)

1.00 0.82(0.70-0.96) 0.77(0.64-0.91) 0.72(0.61-0.86)

상 1.00 1.11(0.89-1.38) 1.13(0.88-1.43) 1.01(0.80-1.26)

상 1.00 0.90(0.63-1.30) 0.92(0.64-1.32) 0.93(0.64-1.35)

6.2.건강상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의 특성과 연시도의 련성

건강상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 7,947명을 상으로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연 , 

별, 도시규 , 주  경 상태, 주  평균용돈, 주  학업 , 격 한 신체 동, 

재 주여 , 연량, 우울감 경험, 스트 스 경험, 주  수  충 감, 주  건강 지

 독립변수  하고 연시도를 변수  연도에 라 지스틱 귀  실시한 

결과, 담배가격 상  2014년에 비해 담배가격 상 후  2015, 2016, 2017년에 

거  든 변수에  연시도할 률에 큰 차 가 없었다(  12).

표 12.건강상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의 특성과 연도별 연시도와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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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 용둔 - - -

하 1.00 0.81(0.62-1.07) 0.71(0.52-0.96) 0.78(0.57-1.08)

하 1.00 0.88(0.70-1.10) 0.93(0.73-1.18) 0.98(0.75-1.27)

상 1.00 0.84(0.69-1.02) 0.77(0.63-0.93) 0.78(0.63-0.97)

상 1.00 0.91(0.77-1.08) 0.81(0.66-0.98) 0.84(0.70-1.00)

주 학업성

하 1.00 0.86(0.69-1.07) 0.88(0.70-1.10) 0.94(0.75-1.17)

1.00 0.87(0.77-0.99) 0.81(0.70-0.93) 0.82(0.71-0.94)

상 1.00 1.05(0.72-1.53) 0.70(0.47-1.04) 0.77(0.51-1.16)

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1.00 0.87(0.76-0.99) 0.74(0.64-0.86) 0.87(0.75-1.01)

3~4일 1.00 0.82(0.67-1.01) 0.91(0.72-1.13) 0.75(0.60-0.94)

5일 이상 1.00 0.96(0.75-1.24) 0.87(0.68-1.13) 0.85(0.67-1.09)

재음주여부

음주 1.00 0.85(0.74-0.98) 0.81(0.70-0.94) 0.83(0.72-0.97)

비음주 1.00 0.92(0.77-1.09) 0.80(0.66-0.99) 0.87(0.71-1.06)

흡연량 　 　 　

1개비 이하 1.00 0.86(0.71-1.04) 1.00(0.82-1.22) 0.94(0.78-1.14)

2-5개비 1.00 0.94(0.78-1.14) 0.70(0.57-0.86) 0.76(0.61-0.93)

6-9개비 1.00 0.81(0.65-1.02) 0.85(0.66-1.10) 0.83(0.64-1.07)

10개비 이상 1.00 0.94(0.72-1.22) 0.72(0.55-0.93) 0.92(0.71-1.19)

우울감 경험

있음 1.00 0.84(0.70-1.00) 0.79(0.66-0.95) 0.82(0.68-0.98)

없음 1.00 0.90(0.79-1.03) 0.81(0.70-0.94) 0.85(0.74-0.98)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1.00 0.86(0.74-1.01) 0.77(0.65-0.92) 0.76(0.64-0.90)

조 느낌 1.00 0.87(0.74-1.01) 0.85(0.72-1.01) 0.91(0.76-1.08)

거의 느끼지 않음 1.00 0.97(0.74-1.26) 0.83(0.63-1.10) 0.95(0.70-1.28)

수면 충족감

충분 1.00 0.96(0.75-1.22) 0.95(0.73-1.24) 0.74(0.56-0.97)

보통 1.00 0.97(0.80-1.17) 0.88(0.71-1.08) 1.03(0.84-1.26)

불충분 1.00 0.79(0.68-0.91) 0.72(0.61-0.85) 0.78(0.66-0.91)

주 건강 인지

좋음 1.00 0.94(0.83-1.07) 0.87(0.76-1.00) 0.86(0.75-0.99)

보통 1.00 0.78(0.63-0.96) 0.67(0.53-0.83) 0.76(0.61-0.95)

나쁨 1.00 0.68(0.47 -1.00) 0.67(0.45 -1.00) 0.92(0.62 -1.37)

표 12.계속



- 38 -

변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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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12 1.00 1.91(0.47-7.69) 4.32(0.64-29.20) 0.91(0.15-5.72)

13 1.00 1.18(0.66-2.10) 1.66(0.90-3.07) 1.21(0.65-2.26)

14 1.00 1.05(0.72-1.54) 1.36(0.89-2.08) 1.28(0.87-1.89)

15 1.00 1.05(0.76-1.43) 1.21(0.87-1.69) 1.03(0.73-1.47)

16 1.00 0.97(0.76-1.24) 1.11(0.87-1.42) 1.11(0.85-1.45)

17 1.00 0.96(0.77-1.21) 1.04(0.81-1.33) 1.06(0.84-1.35)

18 1.00 1.19(0.85-1.68) 0.96(0.66-1.40) 1.12(0.79-1.59)

성별

남학생 1.00 0.99(0.87-1.14) 1.05(0.91-1.21) 1.10(0.95-1.27)

여학생 1.00 1.20(0.92-1.56) 1.34(1.01-1.76) 1.20(0.91-1.59)

도시규모

도시 1.00 1.07(0.90-1.28) 1.17(0.98-1.41) 1.10(0.91-1.32)

소도시 1.00 0.99(0.82-1.18) 1.02(0.83-1.24) 1.14(0.94-1.37)

군지역 1.00 1.43(0.77-2.66) 1.61(0.83-3.13) 1.35(0.71-2.58)

주 경제상태

하 1.00 1.36(0.86-2.13) 1.23(0.78-1.95) 0.82(0.49-1.37)

하 1.00 1.11(0.84-1.47) 1.06(0.79-1.44) 1.30(0.93-1.81)

1.00 0.94(0.77-1.14) 1.08(0.88-1.32) 1.01(0.82-1.24)

상 1.00 1.15(0.87-1.52) 1.20(0.91-1.60) 1.21(0.93-1.59)

상 1.00 1.13(0.75-1.70) 1.25(0.80-1.94) 1.51(1.00-2.28)

6.3.기타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의 특성과 연시도의 련성

기타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 3,867명을 상으로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흡연량,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

주 건강 인지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시도를 종속변수로 연도에 따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담배가격 인상 인 2014년에 비해 담배가격 인상

이후인 2015,2016,2017년에 부분의 변수에서 연시도할 확률에 큰 차이가 없

었다(표 13).

표 13.기타이유로 연시도한 청소년의 특성과 연도별 연시도와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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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 용둔

하 1.00 1.08(0.78-1.49) 0.94(0.66-1.34) 1.10(0.76-1.60)

하 1.00 1.03(0.79-1.34) 1.12(0.85-1.47) 1.08(0.79-1.48)

상 1.00 0.96(0.76-1.21) 1.13(0.90-1.42) 1.14(0.89-1.47)

상 1.00 1.08(0.89-1.32) 1.17(0.94-1.45) 1.12(0.91-1.37)

주 학업성

하 1.00 1.11(0.88-1.41) 1.39(1.07-1.81) 1.21(0.93-1.58)

1.00 1.01(0.86-1.18) 1.04(0.88-1.22) 1.09(0.93-1.28)

상 1.00 1.03(0.66-1.61) 0.91(0.60-1.38) 1.05(0.68-1.62)

격렬한 신체활동

2일 이하 1.00 0.98(0.83-1.15) 1.00(0.84-1.20) 1.13(0.95-1.34)

3~4일 1.00 0.93(0.74-1.19) 1.38(1.07-1.78) 1.04(0.81-1.34)

5일 이상 1.00 1.39(1.05-1.84) 1.14(0.84-1.55) 1.19(0.88-1.60)

재음주여부 - - -

음주 1.00 0.97(0.83-1.13) 1.07(0.91-1.26) 1.09(0.93-1.28)

비음주 1.00 1.18(0.95-1.48) 1.19(0.95-1.49) 1.18(0.94-1.48)

흡연량

1개비 이하 1.00 1.13(0.90-1.42) 1.09(0.86-1.39) 1.04(0.81-1.33)

2-5개비 1.00 1.02(0.82-1.28) 0.94(0.74-1.20) 0.98(0.77-1.24)

6-9개비 1.00 1.04(0.79-1.36) 1.26(0.94-1.70) 1.28(0.96-1.72)

10개비 이상 1.00 0.86(0.64-1.16) 1.23(0.92-1.63) 1.34(1.01-1.77)

우울감 경험

있음 1.00 1.08(0.90-1.30) 1.29(1.06-1.58) 1.03(0.84-1.26)

없음 1.00 1.00(0.86-1.17) 0.99(0.83-1.17) 1.16(0.98-1.37)

스트 스 인지

많이 느낌 1.00 1.16(0.97-1.39) 1.25(1.03-1.51) 1.15(0.95-1.39)

조 느낌 1.00 0.91(0.75-1.11) 1.00(0.81-1.22) 1.06(0.86-1.30)

거의 느끼지 않음 1.00 1.04(0.76-1.42) 1.03(0.74-1.43) 1.18(0.83-1.69)

수면 충족감

충분 1.00 0.98(0.73-1.31) 1.23(0.90-1.67) 1.14(0.84-1.54)

보통 1.00 1.07(0.85-1.33) 1.03(0.81-1.30) 1.26(1.00-1.60)

불충분 1.00 1.03(0.87-1.23) 1.12(0.93-1.35) 1.02(0.84-1.23)

주 건강 인지

좋음 1.00 1.02(0.88-1.19) 1.11(0.95-1.30) 1.02(0.87-1.20)

보통 1.00 1.05(0.82-1.33) 1.03(0.80-1.33) 1.28(1.00-1.64)

나쁨 1.00 1.11(0.73-1.71) 1.43(0.90-2.28) 1.63(1.02-2.62)

표 13.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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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찰

1.연구방법에 한 고찰

이 연구에서 자료원으로 사용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단면조사연구

(cross-sectionalstudy)로 선후 계를 알 수 없어 인과 계까지 규명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며,2차 자료로서 설문 항목 이외의 다양한 변수를 반 할 수 없다는

제한 이 있다.

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면 원 없이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조사 상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료의 신뢰성이 떨

어질 수 있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진행할 때 표본학교의 각 학 마다

교육을 받은 담당교사를 두어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사 에

조사의 필요성이나 참여방법에 한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제한 을 일 수 있

을 것이다.

2.연구결과에 한 고찰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담배가격 인상 후의

청소년의 흡연 연 련 요인을 비교하고 연시도군의 연시도이유에 어떠

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담배가격 인상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2014년 9.2%에서 2015년 7.8%,

2016년 6.3%,2017년 6.4%로 감소하 고,담배가격 인상 직 인 2014년에 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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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후에 흡연 오즈비가 2015년 0.78,2016년 0.64,2017년 0.61로 지속 인 감소를

보 다.담배가격 인상은 모든 변인(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

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주 건강 인지)에서 재흡연의 유의미한 감소

에 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흡연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분석한 결과,연령이 증가할수록,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학업성 이 상인 학생에 비해 ,하인 학생이,우울감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우울감 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할 오즈비가 증가하 는

데 이는 안은성(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 주 경제상태가 낮을수

록,일주일 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재 흡연군이 많았는데 이는 나승일(2012)의 연

구에서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의 험도가 높아지고,가정의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흡연 험도가 어지는 것과 유사하 다.음주와 흡연의 련성은 여러 선행연구

(김헌수,1998;양경희 외,2005)에서 밝히고 있듯이 음주군에서 흡연할 가능성이

높았다.

담배가격 인상 후 청소년 연시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담배가격 인상

인 2014년 재흡연 청소년의 연시도율은 71.3%로,담배가격 인상후인 2015년

에 71.7% 최고치를 보인후 2016년 70.1%,2017년 69.7%로 미미한 감소추세이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2014년에 비해 2015,2016,2017년에 연시도 오즈비

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시도한 청소년에 해 분석한 결과,이는 앞서 분석한 흡연 청소년의 흡연

향 요인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았으며,청소년의 연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주 학업성 ,흡연량,우울감 경험이었다.

주 학업성 이 높은 학생에 비해 간이거나 낮은 경우 연시도 가능성이

높았는데 유정옥 등(2013)의 연구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상 권에 비해 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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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권에서 흡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성 에 따른 흡연여부, 연시도여부에

해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 흡연량이 하루 1개비 이하인 경우에 비해 하루 평균 2~5개비인 경우 연

시도할 가능성은 2.06배,하루 평균 6~9개인 경우 1.83배,10개비 이상인 경우 1.22

배 높게 나타났다.이국화(2015)의 연구에서 일일흡연량이 2~9개비인 경우 연시

도경험이 증가하 다는 결과와 박지연(2016)의 연구에서 한갑 미만의 흡연청소년

의 연시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우울감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우울감 경험이 있을수록 연시도 오즈비가 감

소하 는데,이는 우울감이 청소년 흡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조경숙,2013;

이혜순,2014),비흡연군보다 흡연군의 우울증상이 높고,우울이 높을수록 연율

이 낮아지고 연유지 실패율이 증가한다(Breslau등,2000)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

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우울과 흡연과의 련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고

만약 이들의 상 계가 확인된다면 청소년의 연 교육시 우울 리를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더욱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시도한 청소년을 상으로 연시도이유에 해 경제 ,건강상,기타의 세

그룹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건강상이유,기타이유로 연시도한 그룹에서는 담

배가격 인상 인 2014년에 비해 담배가격 인상 후 모든 요인에서 연시도 가능

성과 유의한 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그룹에서는 담배가격 인상 에 비해 담배가격 인상

후에 모든 요인에서 연시도할 가능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이

러한 변화는 인상 직후인 2015년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지속 으로 유지하는 양

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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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이 연구의 목 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과 연시도, 연시도이유에 미친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한 기 통계분석을 시행하 고,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 상자 266,382명 흡연군은 18,598명(7.0%)이었으며,흡연에 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성별,도시규모,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성 ,

격렬한 신체활동, 재음주여부,우울감 경험,스트 스 경험,주 수면 충족감,

주 건강 인지로 확인되었고,교차분석에서는 도시규모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서 유의한 수 을 나타내었고,연도별로 실시한 교차분석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모든 요인에서 흡연율 감소와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흡연군 18,598명 연시도군은 13,263명(71.3%)이었으며,흡연청소년의 연시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주 경제상태,일주일 평균용돈,주 학업

성 ,격렬한 신체활동,흡연량,우울감 경험,스트 스 인지,수면 충족감으로 확

인되었으나 교차분석에서는 주 학업성 ,흡연량,우울감 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 다.담배가격 인상과 연시도와의 계를 확인하기 해 연

도별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모든 요인에서 연시도와의 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시도군 13,263명을 상으로 연시도이유에 따라 세그룹(경제 ,건강상,

기타)으로 나 어 분석하 다.연도에 따른 교차분석에서 건강상이유와 기타이유

로 연시도한 그룹에서는 담배가격 인상과 연시도간의 유의한 련성이 확인되

지 않았으나,경제 이유로 연시도한 그룹에서는 담배가격 인상 에 비해 담배

가격 인상 후 모든 요인에서 연시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 다.



- 44 -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2015년 담배가격이 인상된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시도율은 인상 과 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이는 연시도

경험은 있으나 연에 성공하지 못해 담배가격 인상 이후에도 지속 으로 연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시도율만으로는 담배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으나, 재흡연율의 지속 인 감소와 연시도이유의 변화를 고려해

볼때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 방과 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해서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연시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해 지속 인 연구와 추 찰이 필요하다.청소년들의 흡연과

연에 하게 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 할 수 있도록 보다 장

기 이고 체계 인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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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2017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설문

[ 재흡연]

65.최근 30일 동안,담배를 한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 연시도]

71.최근 12개월 동안,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이 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 연시도이유]

72.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담배를 피우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가래,기침,숨참,이가 게 됨 등)

② 건강에 나쁜 향을 것 같아서

③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이 싫어해서

④ 친구들이 싫어해서

⑤ 몸에 냄새가 나서

⑥ 답뱃값이 무 비싸서(돈이 없거나 돈을 아끼기 해서)

⑦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회 으로 용납이 안되므로

⑧ 기타



- 50 -

[인구사회학 요인]

103-1.학생이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103-2.학생이 태어난 월은 몇 월입니까?

84.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12.가정의 경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 ② 상 ③ ④ 하 ⑤ 하

116.학생의 일주일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

※용돈은 교통비,핸드폰 요 을 제외한 학생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
미합니다.

① 0원~9,999원 ② 10,000원~19,999원

③ 20,000원~29,999원 ④ 30,000원~39,999원

⑤ 40,000원~49,999원 ⑥ 50,000원~59,999원

⑦ 60,000원~69,999원 ⑧ 70,000원~79,999원

⑨ 80,000원~89,999원 ⑩ 90,000원~99,999원

⑪ 100,000원~109,999원 ⑫ 110,000원~119,999원

⑬ 120,000원~129,999원 ⑭ 130,000원~139,999원

⑮ 140,000원~149,999원 ⑯150,000원~

111.최근 12개월 동안,학업 성 은 어떻습니까?

① 상 ② 상 ③ ④ 하 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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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 요인]

18.최근 7일 동안,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격렬한 신체활동:조깅,축구,농구,태권도,등산,빠른 속도의 자 거타기,빠른

수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이상

56.최근 30일 동안,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67.최근 30일 동안,담배를 하루에 평균 몇 개비 피웠습니까?

① 1개비 미만/1일 ② 1개비/1일 ③ 2～5개비/1일

④ 6～9개비/1일 ⑤ 10～19개비/1일 ⑥ 20개비 이상/1일

[정신건강요인]

35.최근 12개월 동안,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31.평상시 스트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① 단히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낀다 ③ 조 느낀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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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최근 7일 동안,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그 그 다

④ 충분하지 않다 ⑤ 충분하지 않다

[주 건강요인]

1.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건강한 편이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