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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인식과 사용행태

본 연구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변화하는 흡연자에 맞추어 흡

연 예방과 금연장려 연구 및 정책 제언의 기초연구로 사용하고자 신종담배 사

용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연령대인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의 사용행태와 인식, 사용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 소재 23개의 남녀공학 종합대학교와 5개 여자 종합대학교에

서 무작위 추출한 4개의 남녀공학 대학교, 1개의 여자대학교의 20세∼29세인

학부생이다. 연구 도구는 총 72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14문항,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 20문항(일반 흡연행태 11문항,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중단∙부작용

여부, 사용 빈도 9문항), 궐련형 전자담배 인식 14문항(주변의 흡연과 궐련형

전자담배 생각 10문항, 일반 담배와 비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규제 정도 4문항), 흡연 신념 7문항,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10문항,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와 금연광고 노출 정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카이 제곱 분석(Chi-square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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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중 평생 흡연자는 277명(52.9%)이었으며 그 중 궐련형 전자담

배 사용자는 91명(17.4%), 그중 60명(67.0%)이 현재 사용자였다. 연구 대상

자 중 여성은 281명이고, 116명(41.3%)이 평생 흡연자였다, 궐련형 전자담

배 사용자는 34명으로 전체 여성 중 12.1%, 여성 흡연자 중 29.3%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자는 57명(62.6%), 미사용자는 104명(55.9%)으로 모두 유의하게 남성이 많

았고 (x²=33.73, p<.001),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미사용자, 평생 비흡연

자보다 키가 크고(F=3.08, p= .047), 체중이 무겁고(F=7.99, p<.001), BMI가

높게(F=4.08, p= .017)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경험자, 미경험자인

흡연 경험자는 비흡연자보다 유의하게 1회 주량이 높았다(F=11.87, p<.001).

3. 주변 흡연자 중에서 어머니의 흡연(x2=8.95, p= .011), 형제∙자매의 흡연(

x2=9.08, p= .006), 친한 친구의 흡연(x2=21.10, p<.001)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미사용자, 비흡연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연구 대상자 중 449명(85.7%)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었고, 모르는 대

상자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고 인식하였

고 금연규제에서도 일반 담배만큼 규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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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중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요인을 확인한 결과, 음주하지 않

는 대학생에 비해 평균 음주량이 6∼9잔인 경우 3.42배(95% CI:1.10∼10.67),

형제·자매가 흡연자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57배(95% CI: 1.21∼5.43)

궐련형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흡연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가질수록

1.07배(95% CI: 1.00∼1.13), 궐련형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절반은 흡연해본 적이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출시

3개월 후 선행연구보다 큰 변화가 있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여성 사용자가

이전의 일반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증가하였다. 대상자 대부분은 흡연과

관계없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내

용과 같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직접 흡연, 간접흡연에서 덜 해

로울 것이라는 인식하고 있었고, 사용요인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요인으

로는 6∼9잔의 평균 음주량(맥주 기준 2,000∼3,000cc), 형제자매의 흡연, 높은

흡연에 대한 그릇된 신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기가 시작되는 대학생의

적극적인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와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인식개선,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 훈련을 병행하고, 규제

정책으로 담배 회사의 홍보와 광고의 접근성을 제한이 필요하다.

핵심어 :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대학생, 흡연, 신종담배, 흡연 영향요인,

아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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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50년 흡연을 통한 담배 내 화학물질이 급격히 늘어난 폐암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1960년부터 담배 제조업체마다 인체에 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를 개

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Smithson, 1997; Glantz, 1996). 이를 통해 태우는

유형의 일반 담배 외에 2003년 개발된 액상형의 니코틴을 기화한 형태로 흡입하는 전

자담배가 2007년 국내에 출시되었고, 2014년 별도의 전자기기의 스틱으로 궐련을 가

열해 흡입하는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2017년 국내에도 출시되면서 담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이철민, 2018).

기획재정부의 지난 2월 ‘2018년 담배 시장 동향’ 결과에서, 일반 담배의 경우 2017

년보다 34.4억 갑에서 2018년 31.4억 갑으로 8.9% 감소하였고, 전체 담배 판매량도

2017년 35.2억 갑에서 1년 사이 34.7억 갑으로 1.5% 감소하였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

담배의 경우 출시된 2017년 0.78억 갑, 판매비율 2.2%에서 2018년 3.3억 갑, 판매비율

은 9.6%로 상승하여 전체 담배 사용률은 줄었으나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사용이 대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 2019).

새로운 방식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재 일반 담배와의 유해성분 비교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궐련형 전자담배인 Philip Morris International

(PMI)사의 I Quit Ordinary Smoking(IQOS)의 니코틴이 일반 담배 대비해 84%인 것

으로 나온 연구(Auer, 2017) 및 총 31개 연구 중 21개의 연구에서 잠재적인 유해성분

의 경우 크게는 54% 미립자의 경우 75%로 감소하는 것(Erikas et al, 2018)으로 나타

났다. 반면 18세 이상의 성인인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 시 생체 표지자

의 결과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차이가 없었다(Glantz, 2018). 특히 국제 암

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인

부티로락톤(Butyrolactone) 등 3개 성분의 경우 일반 담배보다 최대 460% 증가하여

(St.Helen et al, 2018) 현재까지는 일반 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정확히



2

입증되지 않고 있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 경험이나 사용자들의 흡연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2017년 이탈리아인 15세 이상 3,086명 중 19.5%가 관심을 가지며, 그중 1.4%가 사용

하고 있었다(Xiaoqiu et al, 2018).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 8,240명의 성인에게 조사한

결과 48%가 알고 있었으며 이 중 6.6%가 사용 경험이 있었다(Tabuchi et al, 2016).

국내의 경우,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3개월 후 19∼24세 성인 228명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서, 38.1%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 중 5.7%는 사용한 경험이, 3.5%는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8). 이를 통해 출시 후 2년이 지난 이탈리아, 일본보다, 출시된 지 3개월 만인 국내

의 연구에서 더 높은 인지율과 사용·경험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식연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자신의 문제(건

강, 가격)보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타인을 의식(냄새)하거나 간접흡연 피해에 더 민감

하였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의 대체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선필호, 2017).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4편으로

(최은진, 2017; Kim et al, 2018; 이철민, 2018; 노을 외, 2018), 궐련형 전자담배가 보

급된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인식, 사용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20대 중 대학생의 시기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체성과 생활습관

을 정립해가는 전환기로, , 신체적 저항력이 강하여 건강문제에 소홀한 시기일 수 있

다(박순우, 2011). 그러나 중장년층의 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더 위험할 것이

라는 인식과 달리, 최근 연구에서 20∼30대 흡연자가 중장년층보다 죽상경화증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Rea et al, 2002; Silva

et al, 2014) 20대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은 담배 광고의

지속적인 노출, 흡연에 대한 그릇된 믿음, 주변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하며(김남조,

2016; 권연숙, 2018; 백혜진, 2018), 인터넷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이

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으면 금연 등 건강증

진 행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순영 외, 2018). 현재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의 사용요인을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1건 외에, 신종담배의 접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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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20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사용행태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요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대인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와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흡연 및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를 파악한다.

2)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3) 대학생의 흡연 신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금연 홍보

노출 정도를 파악한다.

4) 대학생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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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위험성이 밝혀진 이후 담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지난 10년간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현재까지 개발

된 담배의 형태는 크게 전자담배와 같이 기화된 니코틴을 에어로졸 형태에서 흡입하

는 제품과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이 궐련을 가열하여 연무 형태의 니코틴을 흡입하는

가열 담배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Czoli et al, 2019).

새롭게 개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의 연초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일반 담배

나 전자담배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액체를 기화시켜 흡입하는 전자담배와는 달리 일

반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연초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무를 만들어내는 제품(Elias et

al, 2018)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Heat-Not-Burn Tobacco Product)를 가열된 담배 제품(Heated Tobacco Product)으

로도 정의하고 있다(WHO, 2018). 일반 담배는 불에 태워 600°C로 가열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도의 가열장치로 최대 350°C까지 가열하여, 흡입되는 니코틴과 화

학물질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Erikas et al, 2018). 또한, 329명의 성인을 대상

으로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꾸어 사용한 지 5일 후 생체 표지자를 통해

측정한 유해물질인 HPHC(Harmful and Potentially Harmful Constituents)의 변화에

서도 77%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ziza et al, 2018). 반대로 일

반 담배보다 흡입되는 화학물질의 농도가 오히려 높다는 연구들도 있어(Gideon et al,

2018)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 연구기관에 따라 달라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연에 대한 효과에서도 IQOS의 자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

반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로움을 주장하여, 2018년 미국 식약청(Food & Drug

Association, FDA)에 위험 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 MRTP)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2019년 4월 현재까지는 일반 담배와 같이 청소년의 접근과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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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격히 제한된 수준의 마케팅을 허용하였고(FDA, 2019), 관련 연구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가 청소년, 초기 성인기에 금연과 흡연 감소보다는 흡연을 시작과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밝혔다(McKelvey et al , 2018).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구는 대부분 인체보다 동물이나 화학적인 실험방법을 이용한

결과가 대부분으로, 연구 결과상으로는 흡연으로 노출되는 체내 유해물질인 HPHC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체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나 일반

담배 혹은 전자담배와 함께 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체내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

인 것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

여 홍보되는 점이 있어 사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더욱 조심스러운 정책 마

련이 필요하다(Sharman et al, 2018). 이를 위해 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인 Frame

Convention Tobacco Control (FCTC)를 181개국이 합의하여 담배에 대한 규제와 금

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WHO, 2018). 하지만 국가마다 국내법 상 담

배에 대한 정의가 달라 궐련형 전자담배가 규제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으며, 국내에서

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열장치의 경우 담배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 궐련

형 전자담배의 광고, 홍보가 일반 담배에 비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본격

적으로 금연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 및 사용행태

신종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 활동은 데이터베이스 중 PubMed에

‘Heat-not-burn’을 키워드로 검색 시, 2016년 20건, 2017년 17건, 2018년 43건, 2019년

현재 18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RISS에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 담배“, ”IQOS"을 키워드로 검색 시 4건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다.

2016년 일본에서 IQOS에 관한 내용이 방영된 시기를 중심으로 2015년에서 2017년

까지 전후의 인식변화와 판매·사용률을 비교한 결과, 먼저 인식변화에서 IQOS 관련

검색어 검색빈도가 방영 전 기간보다 방영 후 4배가량 인터넷의 관심 검색빈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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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지만, 다른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에는 차이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판매·사용률에

서는 방영 시기 후 액상형 전자담배는 1.3%에서 1.9%로, 타 궐련형 전자제품은 1.2%

로 증가한 데 비해 IQOS의 경우 2015년 유사한 비율인 0.3%에서 2017년 3.6%로 판

매율이 12배로 급격한 증가 하였다. 특히 복합 사용자가 2015년 0.8%에서 3.4%로 4배

이상 증가하여,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의 증가는 사용하는 담배 종류를 변경하기보

다 사용하는 담배와 함께 사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Tabuchi et al, 2018).

2015년 일본인 중 15세 이상의 8,240명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인식, 사용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 현재 흡연율에 대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전자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유의하게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전에 흡연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남성의 3.5%와 여

성의 1.3%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금

연을 위한 도구보다 흡연을 시작단계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같이 하였

다(Tabuchi et al, 2016).

2017년 영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1년 후 18세 이상 성인 12,69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9.3%이며 0.9%가 과

거에 사용한 경험이, 0.8%는 현재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전자담배 사용 경험은 앞선

선행연구와 같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및 인식에 공통으로 유의한 요인이었으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고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Brose et al, 2018).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 대해 가장 큰 요인으

로 흡연자들이 비자발적인 금연이 필요할 경우 차선책인 이유를 들었는데 일반 담배

보다 냄새와 연기가 적은 점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또 주변의 권유와 함께 여

성의 경우 남성보다 디자인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 담배보다 유

행에 민감한 부분을 들고 있어 젊은 연령대의 경우보다 접근성이 높았다(선필호,

2018). 냄새와 연기가 적고,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요인은

전자담배와 선택 사유가 거의 유사하였는데, 특히 규제가 미약하고 새로운 것을 빠르

게 받아들이는 젊은 연령대일수록 관련 요인에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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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7년 국내 19∼24세 성인 228명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인식과 사용 여

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8.1%가 인지하고 있었고, 5.7%는 사용 경험과 현재 사

용하는 비율이 3.5%로 나타났다(Kim et al, 2018).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과 사용의 주요한 영향요

인은 대중매체의 노출, 전자담배의 사용 경험,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보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 이후 대학생이나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

가 없어 출시 3개월 후의 선행연구와 2년이 되는 현재의 변화를 알아보고 국외 선행

연구에서 유사한 시기와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3. 대학생 흡연의 영향 요인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를 시작하는 초기 성인기의 시기로, 부모님과

보호자들을 벗어나 독립된 성인을 준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타인이나 환경을

접하고 직업의 선택, 가치관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제와 적응이 형성되는 시

기인 만큼 초기 성인기에 흡연자가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개인의 의료비

증가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에 대한 부담이 증가 된다(홍성례, 2011; Ruccione et al,

2013; 홍은영 외, 2017).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도록 하는 국가 계획을 세

우고 있다. 20대부터 흡연하는 사람들은 30대 흡연할 가능성이 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회에 주축이 될 중년기 건강문제에 문제를 일으켜(신성례 외,

2017), 국가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된다.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영향 요인으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등

이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

자원을 찾고, 의사결정을 내려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eHealth

Literacy)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20대 대학생 집단에서 인터넷 사용률은

100%에 가까운 높은 집단이며, 인터넷과 Social Network Service(SNS)에 매우 친숙



8

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정보들을 이용하는데, 건강정보를 찾는 사람들

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금연이나 금주 등 건강 행위

를 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반면(이순영 외, 2018), 다른 연구에서는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인터넷의 정보를 검색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는

대비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실제로 건강증진행위가 유의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다는 보고도 있다(이성심 외, 2017). 국내 간호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건

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증진의 영향 선행연구에서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을수록 건

강증진 행위가 높아지는 관계를 보였는데, 건강증진 행위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

거나 보통보다는 좋다고 생각할 때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은 것을 보여(이순

영 외, 2018), 더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궐련형 전자담배

의 인식과 시도 영향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2011년 국내 대학생 700명의 총화 표본 추출로 모집한 연구에서는 흡

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학년, 거주형태, 간접흡연 노출

시간을 들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간접흡연에 하루 2시간 이상 되는 경우 흡연율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하게 노출 시간이 길수록 흡연율도 증가하였다. 특히 가

족이나 친구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보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 흡연율이 1.85배 높았고,

아침을 결식하는 경우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대학생이 흡연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김

영복, 2015).

흡연 시도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흡연신념’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도구에서 흡연 신념이란 흡연 효과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정의된다. 간호대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결과, 흡연을 처음 시작한 연

령이 낮을수록,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연 신념이 높을수록 금연

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감소함을 보였다(권연숙, 2018). 이는 결국 비합리적이고 잘못

된 흡연의 인식으로 흡연으로 인한 기대에 대해 믿음이 강해져 흡연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흡연하는 담배에 따른 인식요인으로 미국 18세∼35세 성인 2,871명을 대상으

로 일반 담배와 시가, 씹는 담배, 물담배, 멘톨 향 담배 간 인체 위험성의 인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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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른 담배 종류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최대 24.5%이었

으나,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57.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보다 이상인 경우가, 과거 흡연자보다는 현재 흡연자에서,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나(Wackowski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4. 용어의 정의

(1) 궐련형 전자담배(Heat-not-Burn Tobacco, HNB)

궐련형 전자담배는 별도의 가열장치로 궐련을 가열해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형

태의 담배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Heat-Not-Burn Tobacco,

HNB)외에 가열 담배(Heated Tobacco)로도 용어를 금연학회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로 용어를 사용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표기하였다. 흡연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를 사용한 적이 있으면 ‘궐련형 전자담배(HNB) 사용자’, 사용한 적 없으면 ‘궐련형 전

자담배(HNB) 미사용자’로 정의하였다.

(2)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E-Health Literacy)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인터넷 환경에서 믿을만한 건강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장선주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장선주 외(2018)의

인터넷 내 믿을 만한 건강정보 검색, 이해, 정보의 평가를 측정하고자 2006년 Norman

이 개발한 도구를 장선주 외(2018) 연구에서 한국어판으로 개작한 eHEAL (e-Health

Literacy scale)을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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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 신념

흡연 신념이란, 흡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믿음(신념)으로 흡연이라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권연숙, 2018). 본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인지적인 신념을 이

Wang et al (1995)가 개발하고, 이성옥(2003)이 성인을 대상으로 번안한 흡연에 대한

신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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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와 인식, 일반적 특성, 흡연 신

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조사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경험과 현재 사용

에 따른 유의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인지도에 따른 일반 담배와의

유해성, 관리규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주로 노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광고와 금연광고의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상관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성인기가 시작되는 20대 성인이 대상이며, 근접 모집단은 서울에 있

는 4년제 종합대학교 남녀공학 23개교, 여자 종합대학교 5개교 중 무작위 추출한 4개의

남녀공학 대학교, 1개의 여자대학교의 20∼29세인 학부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연구 대

상자는 학교별로 A 대학교 126명, B 대학교 118명, C 대학교 110명, D 대학교 111명, E

여자대학교 116명으로, 총 581명 중 설문 응답이 빠지거나 불량한 57명을 제외한 524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집 시, 각 학교의 과대표에 동의를 받고, 해당 학교의 학생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설문 도구로 만든 학

교별 QR코드 및 URL을 통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부 대학생들을 편의 모집

하였다.

연구 표본은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산 분석(ANOVA)

을 위하여 집단 수 3개,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 크기(r)= .15, 검정력(1∼β)=0.8을

기준으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필요한 대상자는 492명으로, 일관적인 불량 답

변율을 고려하여 10%로 설정하여 총 542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학교별 URL

동시 접속으로 인해 39명이 추가된 581명을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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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고, 연구 도구는 도구 개발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여 내용 타당도를 전문가 3인에게

확인받아, 대학생 중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 2명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 및 설문 응

답 소요시간을 확인하고 최종수정 및 완성하였다. 최종 수정한 설문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구윤리위원회(Y-2019-0010)에 추후 변경승인심사를 받았으며, 설문 소요시

간은 30∼35분이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관련 요인인 나이, 학년, 종교, 경제적 지출

수준, 동거 여부, 전공, 거주형태, 키, 몸무게, BMI 7문항과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음주습관, 운동습관, 커피 음용 빈도 등에 대한 건강습관 7문항으로

(보건복지부, 2017) 일반적 특성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

대상자의 일반 흡연행태는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흡연 도구(보

건복지부, 2017)와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ITC) 설문 도구(ITC, 2017) 중 흡

연행태에 대한 설문으로 평생 흡연량, 담배 종류별 흡연 시작 나이, 현재 흡연 여

부, 과거 흡연 기간·흡연량, 금연 계획, 기상 후 흡연까지 시간, 일상 중요도 11문항

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설문 도구는 ITC 설문 문항에서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

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도구 중 사용 빈도, 부작용 경험, 건강의 영향을 걱정하는

지, 사용 후 주관적인 신체 변화·중독성,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이유 9문항을

사용하여(ITC, 2017), 전체 총 20문항이다.



13

(3)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의 총 문항은 14문항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인지도, 정보

경로, 주변의 흡연자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비율, 주변인의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에 대한 생각을 ITC 설문 도구에서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수정하여 사용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ITC, 2016).

궐련형 전자담배의 관리와 규제 정도는 WHO의 FCTC 조항 내용 (WHO,

2005)을 바탕으로 한 김주연 외(2015)의 설문 문항 중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 허용, 기존 담배와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 정도를

이분형 척도(1=예, 2=아니오) 문항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망으로 4개 문항이다.

(4) 흡연신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와 금연광고 노출정도

전체 문항 수는 총 25문항으로 흡연 신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궐련형 전자

담배 홍보와 금연광고 노출 경험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의미하는 흡연에 대한 신념은 Wang 외

(1995)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흡연 신념 (Attitude and Beliefs of

Adolescent Smokers) 도구를 이성옥(2003)이 성인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

정·번역한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흡연 신념 도구는 총 7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모르겠다(3), ‘대체로 그렇

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총화 평정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의 범위는

7∼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잘못된 믿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측정하기 위해 Norman

(2006)이 개발한 ‘eHealth Literacy Scale(eHEAL)’ 도구를 장선주 외(2018)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수정, 개발된 버전으로 사용하였다. eHEAL는 총 10문항으로

그중 실제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 선택, 실제 활용, 평가 능력을 5점 척도(1=전혀

동의 안 함, 2= 동의 안 함, 3=보통임, 4=동의함, 5=매우 동의함)로 자가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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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을 제외한 3개 문항은 인터넷 건강정보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점수계산에서는 제외한다. 8문항에 대한 총점은 8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며,

총화 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 Cronbach’s ⍺는 . 89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홍보와 금연광고 노출 경험은 ITC 설문 중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수정하여 사용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ITC, 2016). 세부 문항

내용은 최근 6개월 내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판촉 및 금연광고 경험 여부를 이분형

척도(1=있음, 2=없음), 경험한 광고·판촉 경로와 매체, 금연광고와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판촉 경험 후 흡연에 대한 생각 변화를 3점 척도(1=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2=변화 없다, 3=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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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시행하였다.

서울 시내 4년제 종합대학교 중 남녀공학 4곳, 여자대학교 1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과대표나 동아리 대표의 동의를 받은 후 각 학교 학부생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게시

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공고문에 온라인 설문지를 학교별로 QR코드, URL을 나누

어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자율적으로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하여 참여한 학부 대학생

들을 581명을 모집하였고, 윤리적 고려를 위해 모집공고문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개

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대상자가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할 때 언제든지 중단하며, 연

구 중단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민감한 질문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구 이외

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과 익명성이 유지됨을 충분히 설명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자율적인 참여를 재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581명 모두에게는 소정의 사례로 3,000

원 상당의 온라인 음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

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둘째, 궐련형 전자담배 인지도에 따른 인식 정도,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금연광고의 노출에 따른 흡연 생각의 변화는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카이 제곱 분석(Chi-sqaure test)을 통해 확인한다.

셋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흡연 신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요인은 모수 분석(Analysis of Variance), 카이 제곱 분석(Chi-sqaure

test)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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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익명성 유지를 위해 대상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온라인 설문 도구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임의로

ID를 부여하여 저장하였다.

연구 참여 후 온라인 상품권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전화번호나 SNS Application

(카카오톡) 개인 ID의 경우 수령 확인 직후 폐기했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또는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게만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책임 연구자만 기록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자료보관은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며,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드라이브에 잠금장치로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번호는 책임 연구자가 직접 관리한다.

연구 종료 3년 후에는 수집된 자료를 즉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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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총 참여 인원은 524명으로 일반적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여학

생이 281명(53.6%)으로 남학생보다 많았다. 여성 나이의 평균은 22.34(±0.13)세, 남성

은 23.90(±0.14)세로 전체 평균 23.06(±3.33)세였다. 전체 대상자의 전공을 사회과학,

인문계열, 교육 계열을 ‘문과 계열’로, 공학 계열, 자연 계열, 보건 계열, 예체능 계열을

‘자연, 예체능 계열’로 분류 시 ‘문과 계열’ 전공자가 330명(63.0%)으로 더 많았다. 학

년은 4년제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여 6년제 학과의 경우 ‘4학년 이상’에 포함하

였다. 전체 대상자의 학년은 4학년은 194명(40.5%), 3학년은 162명(30.9%), 2학년은 98

명(18.7%), 1학년은 51명(9.7%) 순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참여한 학생의 수가 많았다.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특성 중 월수입은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고,

평균 416,900원(±220,900원)이었다. 주거에서는 동거인이 있는 대상자가 369명(70.5%)

으로 혼자 사는 대상자보다 많았고, 그중 299명(57.1%)이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거 형태에서도 기숙사가 가장 적은 56명(10.7%)이었고, 원룸, 고

시원 157명(30.0%)으로 적었으며 주거 형태가 아파트, 독립주택 등에 거주한다는 응답

이 311(59.4%)명으로 더 많았다.

전체 524명의 대상자의 키, 몸무게, BMI에 대한 설문에서 키는 최소 144cm에서 최

대 184cm로 평균 166.10(±22.19)cm 이었다. 체중은 최저 46kg에서 최대 74kg으로 평

균 61.08(±14.47)kg, BMI는 21.30(±4.12) 이었다.

주변의 흡연자 여부 설문 문항에서 가장 많은 주변 흡연자는 친한 친구로 303명

(57.8%)이었고, 가족 중에서는 아버지가 270명(51.7%), 형제나 자매가 흡연자인 경우

가 72명(13.7%)으로 대상자의 과반수의 아버지는 흡연자였다. 일주일간 커피를 마시는

횟수에서는 ‘주 5회 이상’이 313명(59.7%), ‘주 2회 이하’ 응답자가 128명(24.4%) 순으

로 나타나 대부분 커피를 하루에 1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간 운동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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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반대로 ‘주 2회 이하’가 354명(67.6%)으로 ‘주 3회 이상‘인 응답자 170명

(32.4%)의 2배가량 높았다. 하루 식사횟수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식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28명(62.6%)으로 제일 많았다. 음주에 관한 설문은 월 술자리 횟수와 평균

음주량을 조사하였는데, 평균 음주량의 경우, 기준을 캔맥주 355cc를 1.6잔으로 하였

다. 대상자 평균 1개월 당 술자리 횟수는 4.91(±4.89)회로, 적으면 거의 술자리가 없거

나 많으면 월 8∼9회의 술자리를 가져 개인당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

량은 6.03(±5.43)잔으로 거의 마시지 않거나 혹은 최대 11잔으로 맥주를 기준으로

2,440cc를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평생 금주를 327명(62.4%)은 시도한 적이 없었다. 스

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 좋다‘의 응답이 261명(49.8%), ’보

통이다‘ 177명(52.4%), ’나쁘다‘ 86명(16.4%)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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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일반적 특성

(N= 524)

n(%) Mean±SD

성별 여성 281(53.6)
남성 243(46.4)

나이(만) 23.06±3.33
전공 문과 계열 330(63.0)

자연, 예체능 계열 194(37.0)

학년 1학년 51(9.7)
2학년 98(18.7)
3학년 162(30.9)
4학년 212(40.5)

월수입(만원) 41.69±22.09
동거 형태 가족, 친지 299(57.1)

독거 155(29.6)
친구, 지인 등 70(13.4)

주거 형태 아파트, 독립주택 등 311(59.4)
원룸, 고시원 157(30.0)
기숙사 56(10.7)

키(cm) 166.10±22.19
몸무게(kg) 61.08±14.47
BMI 21.30±4.12

주변
흡연자

어머니 14(2.6)
아버지 271(51.7)
형제·자매 72(13.7)
친한 친구 303(57.8)
선후배, 동료 248(47.3)

커피 음용 빈도 (회/
주)

≤2 128(24.4)
3-4 83(15.8)
≥5 1313(59.7)

운동 빈도 (회/주) ≤2 354(67.6)
≥3 170(32.4)

식사 빈도 (회/일) ≤1 196(37.4)
≥2 328(62.6)

음주 빈도 (회/월) 4.91±4.89

평균 음주량(잔/회) 6.03±5.43
금주 시도 있음 181(34.5)

없음 327(62.4)

주관적
건강상태

좋다 261(49.8)
보통이다 177(52.4)
나쁘다 8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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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

1)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

전체 대상자 524명 중 평생 흡연자를 의미하는 흡연자는 277명(52.9%)이었으며, 궐

련형 전자담배를 사용자는 91명으로 전체의 17.4%, 흡연 경험자의 32.9%이었다. 성별

에 따라, 여학생 중 흡연자는 116명(41.3%). 남학생 중 흡연자는 161명(66.3%)으로, 흡

연자 여학생 중 34명(29.3%). 흡연자 남학생 중에는 57명(35.4%)아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Table 2-1).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91명의 현재 사용 여부와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2>와 같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91명에서 현재 사용자는 60명(65.9%)

이고, 사용 빈도 중 매일 사용자가 28명(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34명 중 현재 사용자는 21명(61.8%), 남학생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57명 중 40명(70.2%)이 가장 높은 빈도인 매일 사용자는 여

학생 사용자 중 10명(29.4%). 남학생 흡연자 중 사용자는 18명(31.6%) 남녀 간의 차이

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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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

(N=524)

Table 2-2.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 여부 별 사용빈도

(N=91)

여성
(n=281)

남성
(n=243)

전체
(N=524)

n(%)

HNB 사용 행태 HNB 사용 흡연자 34(12.1) 57(23.5) 91(17.4)

HNB 미사용 흡연자 82(29.2) 104(42.8) 186(35.5)

평생 비흡연자 165(58.7) 82(33.7) 247(47.1)

여성

(n=34)

남성

(n=57)

전체

(N=91)
n(%)

HNB 사용 빈도 매일 사용 10(29.4) 18(31.6) 28(30.8)

매주 사용 4(11.8) 8(14.0) 12(13.2)

매달 이상 사용 7(20.6) 14(24.6) 21(23.0)

현재 사용 안 함 13(38.2) 17(29.8) 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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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자는 남성이 57명(62.6%), 미사용자는 남성이 104명(55.9%)으

로 여성보다 많았다(x²=33.73, p<.001).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평균 연령은

23.52(±0.24)세로 미사용자가 평생 비흡연자보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문과 계열 4학년의 응답률이 가

장 높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자에서 4학년의 비율이 46.2%, 미경험자

에서 41.4% 순으로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미사용경험자보다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에서 전공별

차이는 사용 경험이 있는 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문과 계열이 60명(65.9%)으로

이과계열 및 예체능 전공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자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면

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미사용자, 평생 비흡연자보다 키가 크고(F=3.08, p=

.047), 체중이 무겁고(F=7.99, p<.001), BMI가 높게(F=4.08, p= .017) 나타났다.

주변 흡연자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미사

용자, 평생 비흡연자 간에 어머니의 흡연(x²=8.95, p= .011), 형제·자매의 흡연(x²=9.08,

p= .006), 친한 친구의 흡연(x²=21.10, p< .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건강습관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미사용자, 평생 비흡연자 간 1회 주량

(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8.03(±0.75)잔으로 가장 평균 주량이 높았고, 평생 비흡연자는 4.98(±0.29)잔으로 제일

낮아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자, 미사용자는 비흡연자보다 유의하게 1회 주량이 높았

다(F=11.87,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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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

(N=524)

HNB

사용자a

(n=91)

HNB

미사용자b

(n=186)

평생

비흡연자c

(n=247)
x²/F(p)

n(%) scheffe

성별 남성 57(62.6) 104(55.9) 82(33.2) 33.73(p<.001)
여성 34(37.4) 82(44.1) 165(68.6)

나이(세) 23.52±0.24 23.47±0.17 22.58±0.15 1.07(.342)

전공 문과 계열 60(65.9) 128(68.8) 142(57.5) 6.78(.741)
이과, 예체능 계열 31(34.1) 58(31.2) 105(42.5)

학년 4 42(46.2) 77(41.4) 94(38.1) 16.97(.031)
3 31(34.1) 62(33.3) 69(27.9)
2 13(14.3) 38(20.4) 47(19.0)
1 5(5.5) 9(4.8) 37(15.0)

월수입(만원) 44.77±2.30 41.10±1.71 40.99±1.35 1.07(.342)

동거 형태 가족, 친지와 거주 49(53.8) 105(56.5) 145(58.7) 2.36(.669)

동거인 없음 26(28.6) 55(29.6) 74(30.0)

친구 및 기타 17(17.7) 26(14.0) 28(11.3)

주거 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52(57.1) 105(56.5) 154(62.3) 4.02(.402)

원룸, 고시원 30(33.0) 55(29.6) 72(29.1)

기숙사 9(9.9) 26(14.0) 21(8.5)

주변
흡연자

어머니 흡연자 9(9.9) 5(2.7) 8(3.2) 8.95(.011)

비흡연자 82(90.1) 181(97.3) 239(96.8)

아버지 흡연자 45(49.5) 96(51.6) 130(52.6) .28(.868)

비흡연자 46(50.5) 90(48.4) 117(47.4)

형제·자매 흡연자 22(24.2) 21(11.3) 29(11.7) 9.08(.006)

비흡연자 69(75.8) 165(88.7) 218(88.3)

친한 친구 흡연자 69(75.8) 113(60.8) 121(49.0) 21.10(p<.001)

비흡연자 22(24.2) 73(39.2) 126(51.0)

선후배,
동료

흡연자 56(61.5) 95(51.1) 126(51.0) 3.32(.195)

비흡연자 35(38.5) 91(48.9) 1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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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HNB

사용자a

(n=91)

HNB

미사용자b

(n=186)

평생

비흡연자c

(n=247)
x²/F(p)

n(%) scheffe

키(cm) 170.68±0.83 163.67±2.46 166.23±83 3.08(.047)

a>b
몸무게(kg) 65.77±1.36 61.69±1.28 58.88±0.76 7.99(p<.001)

a>c
BMI 22.41±0.33 21.02±0.38 21.09±0.21 4.08(.017)

a>b>c

커피 음용 빈도(회/주) ≥7 35(38.5) 73(39.2) 87(35.2) 11.91(.155)

3-6 29(31.9) 78(41.9) 94(38.1)

≤2 27(29.7) 35(18.8) 66(26.7)

운동 빈도 (회/주) 3-4 33(36.3) 53(28.5) 80(32.4) 9.82(.130)

≥5 31(34.1) 58(31.2) 99(40.1)

≤2 27(29.7) 75(40.3) 68(27.5)

식사 빈도 (회/일) ≥3 62(68.1) 114(61.3) 152(61.5) 3.22(.786)

≤2 29(31.9) 72(38.7) 96(38.5)

음주 빈도 (회/월) 5.19±0.59 5.40±0.33 4.44±0.31 2.25(.107)

평균 음주량(잔/회) 8.03±0.75 6.44±0.39 4.98±0.29 11.87(p<.001)

a, b > c

주관적 건강상태 좋다 40(44.0) 83(44.6) 138(55.9) 9.00(.318)

보통이다 34(37.4) 69(37.1) 74(30.0)

나쁘다 17(18.7) 34(18.3) 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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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지도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궐련

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습니까?’의 항목에 대해 총 524명의 대상자 중 ‘알고 있다’라는

응답자는 449명(85.7%)으로 대부분 대상자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

다. 이는 흡연자 277명보다 2배가량 되는 인원으로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궐련형 전

자담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흡연자 비율은 궐련형 전자담배 인지도에 따라 ‘모른다’ 응답에서는 비흡연

자가 더 많은 경우가 38명(48.1%)으로 절반가량의 비율을 보였고, ‘알고 있다’ 응답자

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이 반반인 경우가 168명(37.4%), 흡연자가 많은 경우

가 156명(34.1%) 순으로 대부분 흡연자가 높거나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을 보였다(χ

²=25.27, p<.001). 주변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비율에서는 인식도와 관계없이 미사용

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알고 있다‘응답자 중에서는 미사용자가 더 많은 경우가

202명(45.0%)으로, 반반인 경우가 167명(37.2%), 사용자가 더 많은 경우가 2명(13.1%)

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는 대상자에서 비교적 주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χ²=43.00, p< .001).

인지도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미성년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금연보조제의 효과가 없다고 공통으로 생각하

였다. 반면 ‘기존의 일반 담배에 대비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 정도가 비슷하지 않

다’라는 항목에 대해 ‘모른다’ 응답자는 72%가 동의하지 않은 데 비해 ’알고 있다‘의

응답자는 51.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0.71, p= .001). 일반 담배와의 중독성을

비교할 시 ’별 차이가 없다‘가 문항에 ’모른다’ 응답자의 61.3%, ‘알고 있다’ 응답자의

54.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모른다’ 응답자의 21.3%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보다 중독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알고 있다’ 응답자의 경우 32.7%가 궐련형 전자담배

가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을 것으로 여겼다(x²=10.40, p= .030). 간접흡연의 위해

성 비교에서도 ‘모른다’ 응답자 56.0%가 모두 해로울 것이라 하였고, ‘알고 있다’ 응답

자에서는 54.6%가 일반 담배가 더 해롭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x²=17.8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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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

(N=524)

'모른다‘

(n=75)

‘알고 있다‘

(n=449)
x²(p)

n(%)

주변 흡연자 비율 비흡연자가 많다 38(48.1) 125(27.8) 25.27(p<.001)

흡연자가 많다 22(29.3) 156(34.1)

반반이다 15(21.3) 168(37.4)

주변 HNB 사용비율 사용하지 않는다 50(75.8) 202(45.0) 43.00(p<.001)

반반이다 11(18.2) 167(37.2)

HNB를 더 사용한다 4(6.1) 80(13.1)

건강의 위해성 예 60(80.0) 364(81.1) 3.50(.172)

아니오 15(20.0) 85(18.9)

미성년자의 HNB 사용 생각 예 68(90.7) 415(92.4) 0.46(.811)

아니오 7(9.3) 34(7.6)

일반 담배와 관리·규제 정도 다르다 54(72.0) 232(51.7) 10.71(p<.001)

비슷하다 21(28.0) 217(48.3)

일반 담배에서 HNB 변경 시
흡연자의 건강변화

영향 없을 것이다 31(41.3) 245(54.6) 4.72(.318)

좋아질 것이다 27(36.0) 147(32.7)

나빠질 것이다 17(22.7) 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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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모른다‘

(n=75)

‘알고있다‘

(n=449)
x²(p)

n(%)

일반 담배와 중독성 비교 별 차이가 없다 46(61.3) 245(54.6) 10.40(p=.030)

HNB가 더 중독성이 낮다 13(17.3) 147(32.7)

HNB가 더 중독성이 높다 16(21.3) 57(12.7)

금연보조제 효과 효과가 없다 55(73.3) 290(64.6) 11.83(.063)

효과가 있다 20(26.7) 159(35.4)

일반담배와 간접흡연 비교 일반담배가 해롭다 25(26.7) 245(54.6) 17.89(p<.001)

둘 다 해롭다 42(56.0) 185(41.2)

궐련형 전자담배가 해롭다 4(5.3) 15(3.3)

둘 다 해롭지 않다 4(5.3) 4(0.9)

HNB 전망 지금은 증가하나, 미래는
모른다

45(60.0) 232(51.7) 13.88(.007)

점점 증가할 것이다 24(32.0) 193(43.0)

일시적이며 감소할 것이다 6(8.0) 24(5.3)

주변인들의 흡연 인식 부정적이다 55(73.3) 303(67.5) 4.65(.321)

부정도 긍정도 없다 15(20.0) 126(28.1)

긍정적이다 5(6.7) 20(4.4)

주변인들의 HNB 생각 부정적이다 36(48.0) 218(48.6) 33.47(p<.001)

긍정적이다 22(29.3) 129(28.7)

긍정도 부정도 없다 17(22.7)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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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의 흡연 신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궐련형

전자담배 홍보와 금연광고의 노출 정도

1)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흡연 신념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흡연 신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흡

연 신념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 당 1∼5점으로, 총점은 8∼4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흡연 신념은 흡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평가하는 도구로, 총점이 높을수록

흡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미사용자, 평생 비흡연자 중 가장 높은 점수는 궐련형 전

자담배 사용자로 22.69(±0.45)점이었고, 궐련형 전자담배 미사용자가 총점 20.41(±0.41)

점, 평생 비흡연자는 총점 16.6(±0.30)점 순으로 높았다(F=71.39, p<.001).

세부 항목 중에 점수가 최고 높은 항목은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나쁘

다.’ 항목으로 3.47점에서 3.83점으로 평생 비흡연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가

장 낮은 항목은 ‘흡연을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로 1.66(±0.05)점에서 1.99(±0.12)점

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미경험자, 사용경험자, 평생 비흡연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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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흡연 신념

(N=524)

HNB

사용자a

(n=91)

HNB

미사용자b

(n=186)

평생

비흡연자c

(n=247)

F(p)

Mean±SD scheffe

`
평생 1∼2년 정도 흡연은 괜찮다. 3.27±0.13 2.91±0.09 2.08±0.07

흡연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3.19±0.11 2.82±0.09 2.03±0.07

흡연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소시킨다 3.45±0.11 3.02±0.09 2.02±0.07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 3.47±0.13 3.47±0.09 3.83±0.08

흡연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 1.99±0.12 2.09±0.08 1.66±0.05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3.51±0.12 3.03±0.09 2.36±0.07

흡연은 답답함, 지루함을 달래준다 3.70±0.11 3.09±0.09 2.20±0.07

총 점 22.69±0.45 20.41±0.41 16.16±0.30
71.39(p<.001)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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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궐련형 전자담배 경험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궐련형 전자담배를 경험 여부에 따른 인터넷 정보 이해능력 인터넷 건강정보

eHEAL 도구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인터넷 정보 이해능력은 인터넷에

서 스스로 건강정보나 자원을 찾고 활용 및 평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1∼5점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의 건강정보나 자원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전체 대상자 524명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군은 ‘평생 비흡연자’로 27.43(±0.33)

점이었다. 흡연자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가 26.66(±0.58)점, 사용한 적

없는 흡연자는 25.99(±0.39)점 이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흡연자가 평생

비흡연자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3.94, p= .002).

세부 항목에서 전체 대상자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인터넷에서 유용한 건강자원

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로 3.44점에서 3.71점까지 범위를 보여, 인터넷의 건강정보

활용 능력 중 자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 능력을 제일 높이 평가하였다. 반면 가장 낮

은 점수는 ‘인터넷에서 얻은 질 낮은 건강 관련 자원과 질 높은 건강 관련 자원을 구

별할 수 있다’ 항목으로 3.10점에서 3.18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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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궐련형 전자담배 경험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N=524)

HNB

사용자a

(n=91)

HNB

미사용자b

(n=186)

평생

비흡연자c

(n=247)

F(p)

Mean±SD sheffe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인터넷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3.16±0.10 3.15±0.06 3.38±0.05

본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건강 관련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3.20±0.10 3.15±0.06 3.38±0.05

인터넷에서 어떠한 건강 관련 자원이
이용 가능한지 알고 있다

3.30±0.10 3.20±0.06 3.45±0.05

인터넷에서 유용한
건강자원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3.60±0.09 3.44±0.06 3.71±0.05

나는 내게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37±0.10 3.35±0.06 3.53±0.05

인터넷에서 얻은 질 낮은 건강관련
자원과 질 높은 건강관련 자원을
구별할 수 있다

3.12±0.11 3.10±0.07 3.18±0.06

나는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인터넷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3.26±0.10 3.17±0.06 3.34±0.06

나는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인터넷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3.64±0.10 3.45±0.07 3.46±0.06

총 점 26.66±0.58 25.99±0.39 27.43±0.33
3.94(.002)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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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와 금연광고 노출 정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지도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노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7-1>과 같다. 대상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다고 447명(85.3%)이

응답하였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나 금연광고의 홍보를 전체 524명 중 각각 456명

(87.0%), 498명 (95.0%)이 본 적 있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55명(73.3%)이, ‘알고 있다’ 대상자 401명(89.3%)이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를 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궐련형 전자

담배 광고에 더 노출되었다(x²=23.52, p= .002).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에 따른 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2>이다. 노출이 가

장 많이 된 경로는 편의점·담배 판매점으로 사용자 61명(67.0%), 평생 비흡연자 141명

(57.1%), 미사용자 103명(55.4%)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²=1.64, p= .213).

사용자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로는 길거리·가판대 광고로 편의점·담배판매점과 반

대로 비흡연자 37명(15.0%), 미사용자 24명(12.9%), 사용자 7명(7.7%) 순이었다

(x²=7.28, p= .026).

금연광고 노출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3>와

같다. 금연광고 중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는 TV로 평생 비흡연자 172명(69.6%), 미사

용자 119명(64.0%), 사용자 57명(62.6%) 순이었다(x²=2.27, p= .315). 궐련형 사용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금연광고 경로는 유일하게 편의점·담배 판매점으로 사용자 52

명(57.1%), 평생 비흡연자 119명(56.3%), 미사용자 72명(38.7%) 순으로 높았다

(x²=8.95, p=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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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와 금연광고 노출 정도

(N=524)

Table 7-2.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노출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

(N=524)

HNB
사용자
(n=91)

HNB
미사용자
(n=186)

평생
비흡연자
(n=247)

x² (p)

n(%)

TV 있음 25(27.5) 53(28.5) 90(36.4) 4.14(.126)

없음 66(72.5) 133(71.5) 157(63.6)

라디오 있음 9(9.9) 11(5.9) 26(10.5) 2.99(.224)

없음 82(90.1) 175(94.1) 221(89.5)

포스터 있음 16(17.6) 51(27.4) 65(26.3) 3.45(.178)

없음 75(82.4) 135(72.6) 182(73.7)

편의점, 담배판매점 있음 61(67.0) 103(55.4) 141(57.1) 1.64(.213)

없음 30(33.0) 83(44.6) 106(42.9)

모른다

(n=77)

알고 있다

(n=447)

전체

(n=524)

x²(p)

n(%)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본 적 있다 55(73.3) 401(89.3) 456(87.0)
23.52

(.002)
본 적 없다 20(26.7) 48(10.7) 68(13.0)

금연광고 본 적 있다 69(92.0) 429(95.5) 498(95.0)

7.26(.123)본 적 없다 6(8.0) 20(4.5)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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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HNB
사용자
(n=91)

HNB
미사용자
(n=186)

평생
비흡연자
(n=247)

x² (p)

n(%)

이메일 있음 4(4.4) 3(1.6) 5(2.0) 2.26(.323)

없음 87(95.6) 183(98.4) 242(98.0)

SNS 있음 18(19.8) 36(19.4) 39(15.8) 1.32(.320)

없음 73(80.2) 150(80.6) 208(84.2)

유튜브 있음 13(14.3) 16(8.6) 28(11.3) 2.21(.334)

없음 78(85.7) 170(91.4) 219(88.7)

잡지, 인쇄물 있음 7(7.7) 4(2.2) 10(4.0) 4.88(.087)

없음 84(92.3) 182(97.8) 237(96.0)

쇼핑센터 있음 0(0.0) 2(1.1) 10(4.0) 4.74(.093)

없음 91(100.0) 184(98.9) 237(96.0)

스포츠 이벤트 있음 11(12.1) 1(0.5) 3(1.2) 1.49(.475)

없음 80(87.9) 185(99.5) 244(98.8)

바, 술집 있음 22(24.2) 23(12.4) 19(7.7) 1.88(.170)

없음 69(75.8) 163(87.6) 228(92.8)

길거리, 가판대 있음 7(7.7) 24(12.9) 37(15.0) 7.28(.026)

없음 84(92.3) 162(87.1) 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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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금연광고 노출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N=524)

HNB
사용자
(n=91)

HNB
미사용자
(n=186)

평생
비흡연자
(n=247)

x² (p)

n(%)

TV 있음 57(62.6) 119(64.0) 172(69.6) 2.27(.315)

없음 34(37.4) 67(36.0) 75(30.4)

라디오 있음 23(25.3) 38(20.4) 44(17.8) 2.38(.306)

없음 68(74.7) 148(79.6) 203(82.2)

포스터 있음 38(41.8) 81(43.5) 108(43.7) .11(.813)

없음 53(58.2) 105(56.5) 139(56.3)

편의점, 담배판매점 있음 52(57.1) 72(38.7) 119(56.3) 8.95(.011)

없음 39(42.9) 114(61.3) 128(51.8)

이메일 있음 7(7.7) 12(6.5) 18(7.3) .25(.923)

없음 84(92.3) 174(93.5) 229(92.7)

SNS 있음 24(26.4) 49(26.3) 53(21.5) 1.78(.418)

없음 67(73.6) 137(73.7) 194(78.5)

유튜브 있음 19(20.9) 34(18.3) 44(17.8) .48(.782)

없음 72(79.1) 152(81.7) 203(82.2)

잡지, 인쇄물 있음 6(6.6) 11(5.9) 11(4.5) .788(.685)

없음 85(93.4) 175(94.1) 23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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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HNB
사용자
(n=91)

HNB
미사용자
(n=186)

평생
비흡연자
(n=247)

x² (p)

n(%)

쇼핑센터 있음 4(4.4) 5(2.7) 10(4.0) .86(.705)

없음 87(95.6) 181(97.3) 237(96.0)

스포츠 이벤트 있음 1(1.1) 3(1.6) 6(2.4) .55(.762)

없음 90(98.9) 183(98.4) 241(97.6)

바, 술집 있음 3(3.3) 3(1.6) 8(3.2) 1.36(.462)

없음 88(96.7) 183(98.4) 239(96.8)

길거리, 가판대 있음 19(20.9) 24(12.9) 29(11.7) 4.60(.061)

없음 72(79.1) 162(87.1) 21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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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흡연자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요인

1) 흡연자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요인

전체 524명 중 흡연자인 277명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라 일반적 특징 중

BMI, 1회 주량, 흡연 신념은 분산 분석(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주변 흡연자

와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노출 경험은 Chi-Square 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유의한

요인으로 BMI(F=1.16,ρ= .021), 1회 주량(F=1.76, ρ= .037) 흡연 신념(F=7.36, ρ= .001)

이 있었으며, 주변 흡연자에서는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x²=6.60, ρ= .010), 형제·자매

(x²=7.74, ρ= .005), 친한 친구(x²=6.16, ρ= .013), 길거리, 가판대의 궐련형 전자담배 광

고에 노출된 경험(x²=6.26, ρ= .012), 편의점·담배 판매점의 금연광고 노출 경험

(x²=8.40, ρ= .005)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흡연자인 대학생 277명 중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BMI, 1회 주량, 주변인 중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 길거리나

가판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와 편의점·담배 판매점의 금연광고 노출 경험 여부,

흡연 신념을 변수로 포함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과 궐련

형 전자담배의 인식요인의 모든 독립변수 간 분산팽창지수는 1.36이 최댓값으로 10에

못 미쳤고 공차(Tolerance) 값은 최젓값이 0.885로 0.20 이하를 초과하므로 다중 공산

성 진단을 통과하였다. Model의 Nagelkerke R²값은 0.194이었다.

흡연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평균 음주량이 6∼9잔인 대상자보다 금주하는

경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3.42배(β=0.58, Cl=1.10∼10.67) 높았고,

주변 흡연자에서는 형제·자매가 흡연자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57배(β=0.38,

Cl=1.21∼5.43)가, 흡연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1.07배(β=0.03, Cl=1.00∼1.13)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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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흡연자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요인

(N=277)

*BMI는 2012년 한국비만학회 기준(18.5 미만=저체중, 18.5∼24.9=정상, 25이상=과체중 이상)으로 분류함.

Variable
Model

β OR(95% Cl) p

BMI* 저체중 (Ref) 1.00

정상 .53 1.78(0.62∼5.06) .282

과체중 .62 3.27(0.97∼10.96) .055

평균 음주량

(잔/회)

≤0 (Ref) 1.00

1-3 .58 2.32(0.75∼7.21) .145

4-6 .62 1.79(0.53∼6.00) .349

6-9 .58 3.42(1.10∼10.67) .034

≥10 .55 1.75(0.86∼3.56) .222

주변 흡연자 어머니 비흡연 (Ref) 1.00

흡연 .62 3.32(0.98∼11.19) .053

형제·자매 비흡연 (Ref) 1.00

흡연 .38 2.57(1.21∼5.43) .014

친한 친구 비흡연 (Ref) 1.00

흡연 .34 1.66(0.86∼3.20) .131

길거리, 가판대

HNB 광고

본 적 없음 (Ref) 1.00

본 적 있음 .56 1.75(0.86∼3.56) .124

편의점·담배판매점

금연광고

본 적 없음 (Ref) 1.00

본 적 있음 .29 1.65(0.93∼2.94) .087

흡연 신념 .03 1.07(1.00∼1.1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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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현재 사용에 따른 선택요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경험이 있는 91명 중 현재 사용자는 61명(67.0%)이었다. 현

재 사용자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요인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나쁠 것으로

생각해서’와 ‘일반 담배보다 냄새(연기)가 적어서’가 가장 높았다. 두 가지를 제외한

요인에서 현재 사용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권해서’, ‘흡연량을 줄

이거나 금연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순으로 사용요인이 높았지만, 과거 사용자의

경우 앞의 두 가지 요인만이 높아 현재 사용자가 더 다양한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였다(Table 9).

Table 9.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현재 사용에 따른 선택요인

(N=91)

HNB
현재 사용자
(n=61)

HNB
과거 사용자
(n=30)

전체
(N=91)

n(%)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나쁠 것으로 생각해서 37(60.7) 9(30.0) 46(50.5)

궐련형 전자담배의 맛이 괜찮아서, 좋아서 14(23.0) 1(3.0) 15(16.5)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17(27.9) 3(10.0) 20(22.0)

일반 담배를 끊지 않아도 (금연) 되어서 9(14.8) 0(0.0) 9(9.9)

다른 사람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권했기 때문에 20(32.8) 1(3.0) 21(23.1)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모습이 근사해 보여서 2(3.3) 0(0.0) 2(2.2)

일반 담배보다 냄새(연기)가 적어서 37(60.7) 10(33.3) 47(51.6)

제품의 디자인, 이미지가 좋아서 6(9.8) 1(3.3) 7(7.7)

흡연구역이 불편하거나 부족해서 7(11.5) 2(6.7)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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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일반 담배보다 연기와 냄새가 적은 장점으로 인해 일반 담

배의 판매량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정부에서도 담뱃갑에 경고 그림

과 문구를 삽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종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 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

한 인식과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종담배에 접근성이 높은 20대인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과 인식의 현황을

파악하여 금연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와 인식, 사용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

흡연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흡연자’의 정의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자와 흡

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로 연구마다 정의에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흡연해

본 경험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20대 대학생 중 흡연자는 52.9%로,

최근 선행 연구인 2015년 전국 19∼29세 2,167명 대학생의 흡연율인 36.4%보다(전티

나, 2019) 흡연율이 높았다.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은 같은 선행연구에서 19.1%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41.3%로 2배 이상 높은 차이를 보였다. 흡연율의 차이 원인으로

설문 방법의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2018년 224명의 서울 소재 대학교 여학생

을 대상으로 익명성을 설명 후 설문한 연구에서 현재 흡연율이 56.7%로(김해나, 2019)

본 연구와 같이 높은 흡연율을 보여, 설문지를 직접 배포, 수거하는 방법보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온라인 설문지에 익명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응답의 부담감이 줄어 흡연

율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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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학생 흡연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40.1%로 절반가량이 궐련

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5.9%가 현재 사용하였다. 궐련형 전자담

배 출시 3개월 후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24세 이하 흡연자 중 IQOS 사용

자는 27.3%였고, 사용자 중 61.5%는 현재 사용자로(Kim et al, 2018), 제한적이지만

현재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여성

흡연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9.3%, 현재 사용자는 18.1%인 주목할만한 점이

다. 기존의 여성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보고가 없으나,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률이 201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29세 이하 여성 흡연자 중 2.8%(한국건강

증진개발원, 2018), 2015년 1,001명 여대생 흡연자 중 7.6%, 현재 사용자가 2.2%였던

점을(전티나, 2019) 고려할 때, 여성 흡연자의 신종담배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

다. 임신과 출산으로 비교적 남성보다 여성 흡연자에게 덜 관대한 사회적 관점에서

연기(냄새)가 적고, 일반 담배보다 위해성이 덜하다는 인식과 편의점에서 담배의 광고

와 진열 노출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충동구매 경험이 높았

다(황지은 외, 2018). 이러한 이유로 이전의 담배판매점에서만 접근하는 액상형 전자

담배보다 편의점을 통하여 접근성이 높아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막기 위한 예

방적 중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 흡연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비율이 높

은 만큼 여성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영향요인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미사용자, 평생 비흡연자 간 흡연행태

에서는 성별,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의 경우 비흡연자에서 여학생이

높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미사용자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대학

생의 액상형 전자담배·일반 담배 사용자에게서도 결과가 유사하였다(최령 외, 2016).

한편, BMI의 경우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BMI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었으나

(Higgins, 1967; Khosla, 1971, Wack, 1982; 윤능기 외, 1989),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서

로 관련이 없다는 결과도 있어(최상영 외, 2000; 이상영 외, 2012) 명확히 밝혀지지 않

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Brose(2018) 연

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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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 연구의 대상자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대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30∼60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20대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인지

율은 85.7%로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출시된 지 3개월 후 24세 이하 성

인 228명 중 38.1%가 IQOS를 알고 있었던 선행 연구(Kim et al, 2018)와 비교해 큰

변화를 보였다. 더불어 궐련형 전자담배를 모르는 대학생보다 알고 있는 대학생에서

주변의 흡연자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비율도 높았으나,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노출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인지도의 증가 요인으로 담배 회사들이 별도로

판촉을 위한 부서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의 영향이 있음을 반

영한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모르는

대상자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인체에 해로우나 일반 담배보다는 중독성이 낮고, 일

반 담배보다 직·간접흡연 시 덜 해롭다고 인식하였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의 대학생이 인식하는 궐련형 전

자담배에 대한 인식은 담배 회사들의 홍보내용이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PMI, 2019).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의 비교는 연구자들에게서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며, 흡연자가 아닌 담배 자체의 규제를 중심으로 금연 정책을 펴는 것이 필

요한 만큼, 청년기인 대학생들에게 의료인과 보건 전문가가 나서서 궐련형 전자담배

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지속적인 혼선을 막는 건강 옹호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담배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담배 회사의 적극적인 마케

팅이 규제를 피해 활발해지고 있다(백혜진, 2018). 본 연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는 전체 대상자 대부분이 본적이 있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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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Takahiro 외(2018) 연구에서도 미디어 노출 이후 인지도와 판매량이 증가

하였다. 국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Lightstone et al, 2003; Darling et al,

2004; Meghan et al, 2019)를 보였다. 가장 노출이 많이 된 경로는 편의점이나 담배판

매점이었는데, 편의점을 통한 담배 광고 노출에 대한 황지은 외(2018) 연구에서 주간

편의점의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충동적인 담배 구매가 7∼12배 많아지며, 여성이 남

성보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충동구매 경험이 높았고(황지은 외, 2018), 현재 국내

에 출시된 담배의 판매, 광고를 위한 수단 중 Power wall이라고 판매점 내에서도 가

장 판촉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계산대 뒤편에 담배 광고가 활용되고 있다(Tobacco

Control Issue Report, 2015; 백혜진, 2018).

국제적인 담배 회사들의 판촉과 홍보를 규제하고 금연장려를 위해 WHO의 FCTC

에 협약한 126개국의 2012년 ‘Global Progress Report 2012’에 따르면, 제13조 ‘담배

광고, 판촉 후원의 규제’의 이행률이 평균 60.0%나, 우리나라의 이행률은 0%로, 본 연

구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는 대학생이 모르는 대학생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 일반 담배만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체감하며,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2019년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범정부

적인 담배 광고와 판촉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

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적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적 차단,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를 하

고자 계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추후 진행되는 금연 사업을 통

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과 사용행태의 변화를 평가할 때 본 연구 결과가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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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요인

대학생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요인으로 평균 음주량, 형제나 자매의 흡연,

흡연 신념이 확인되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 평균 음주량이 6∼9잔(맥주 기준

2,000∼3,000cc)인 경우, 흡연자인 형제·자매가 있을 때, 흡연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

인 흡연 신념이 높을수록 흡연자 대학생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음주행태에서 술자리 1회당 평균 음주량이 맥주 기준 2,000∼3,000cc인 6∼9잔을 마

시는 대학생은 음주하지 않는 대학생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3.42배 높았다.

선행연구로 알코올과 니코틴을 의존하는 심리적 기전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Hilary. 2000; 김경아, 2016), 보편적으로도 음주 시 흡연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 폭음률이란, 술자리당 남자는 7잔 이상(맥주 기준 1,775cc), 여성은 5잔 (맥주 기

준 1,065cc) 이상 음주한 비율로 정의되는데(보건복지부, 2017; 통계청, 2019), 김주현

외 (2018) 연구에서 대학생 폭음을 즐겨 하는 비율은 62∼77%였고, 보건복지부 삼육

대학교 한국보건사업평가 연구소 (2018)의 연구에서 성인 여성 중 20대가 가장 월간

폭음률이 높아(이숙현 외, 2018), 폭음률의 기준을 웃도는 음주량에서 충동적으로 궐

련형 전자담배 사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 흡연자 중, 어머니와 형제·자매, 친한 친구의 흡연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미사용자, 비흡연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중 흡연자 형제·자매가 흡연자면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2.57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였다. 주변 흡연자의 일반 담배

의 흡연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

변의 흡연자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나(신차수 외, 2010), 더 많

은 연구에서 친구나 선배보다는 가족이 흡연자일 때 현재 흡연자가 더 많았다(안성식

외, 2012; 박종 외, 2010; 김남조 외, 2016; 권연숙, 2018). 한편 청소년의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흡연자일 경우 손아래 형제·자매의 흡연 가능성은 6배로 증가하였으며

(Vuolo et al, 2013), 현재 흡연자의 경우 친한 친구의 흡연 영향력이 가장 컸고, 평생

흡연의 경우 형제·자매 흡연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권석현 외, 2016), 청소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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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되었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57.1%인 절반 이상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경

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소년기에 이어 대학생 시

기에도 가족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됨이 추측된다.

흡연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흡연에 대한 신념은 궐련형 전자담배 사

용자, 미사용자, 평생 비흡연자 순으로 높았으며, 그릇된 흡연 신념이 높을수록 궐련

형 전자담배를 1.07배 사용하였으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권연숙, 2018). 흡연 신념은 흡연의 이미지와 흡연행위에 관련된 기대 가치로

흡연 태도와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박종 외, 2010),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에

게서 높았던 흡연 신념 문항은 ‘흡연은 답답함, 지루함을 달래준다’와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로 모두 주관적인 심리적인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실제 흡연과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스트레스가 약간 높은 상태이며,

니코틴 고갈로 인한 긴장감 등의 증상에서 니코틴 충전 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므로(Parrott, 1999; 이경희, 2006), 실제로는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 조절과 증상의 역치가 낮아졌다(김남조 외,

2016). 이러한 흡연 신념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아(권연숙, 2018),

니코틴 의존도를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Lee et al, 2014; 김남조 외, 2016). 따라서 흡

연자들의 인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만큼 금연할 자신감이 없어 이를 대신할 보조제나 차선책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를 사용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금연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장기적

인 흡연 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나 장기적인 피해를 주로 언급하므로(송미숙 외,

2017; 전상납 외, 2018), 흡연 시 단기간의 기대와 신념에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 따

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을 개발 시, 흡연 시 초래되는 인

체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전달 교육과 금연에 대한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병

행하여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조성이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힘을

길러주는 훈련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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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선택요인에서 현재 사용자에서는 ‘연기(냄새)가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권유로’ 순으로 많았고, 과거 사용자의 경우 ‘연기(냄새)가 적

어서’와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순으로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현재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선택 계기는 전 연령대의 성인에서 일반 담배보다 연기가

적고 금연이 필요한 경우 차선책을 들었으며, 젊은 연령대일수록 접근성이 높아(선필

호, 2018), 연기(냄새)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결과를 보였다. 현재 사용자

에서 주변의 권유가 주된 선택요인인 것은 20대 성인이지만 절반 이상 가족들과 거주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로 주변인의 영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5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대

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대한민국 20대 대학생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

재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는 2018년 기준 48개, 전국 340개로 본 연구가 시행된 학

교는 서울특별시 내 10.41%, 전국 내 1.4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

를 전체 20대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연구의 의의

1) 간호연구 측면의 의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20대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

한 흡연행태와 인식을 확인한 연구는 2018년 24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발표된 1건

외에 시도된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해서 사용이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에 대한 20대 대학생의 흡연행태와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중재 연구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에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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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실무 측면의 의의

간호사는 대상자인 인간이 건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변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사람들은 건강정보에 쉽게 접근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아져 이를

위한 근거를 기반을 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인 20대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

식,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상자인 20대 대학생들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담배와 비교해서는 간접흡연, 지속적 사용 시

몸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고,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내용과 유사하

였다.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흡연에 대한 잘못된 사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학생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자기효능감을 훈련하여 금연을 격려하

는 변화가 요구된다.

3) 간호 실무 및 정책적 측면의 의의

본 연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시도 및 지속에 주요한 영향 요인을 반영한 금

연 프로그램 시행은 대상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와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

어주고, 금연의 성공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인

기가 시작되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와 인식을 조사함

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국가정책 개발의 기

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또한,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의 실시 후, 효

과성을 알아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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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된 지 2년 후인 현재 신종담배에 가

장 접근성이 높은 20대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행태와 인식, 사용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서울 소재 5개의 4년제 대학교를 무작위로 선정

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대학별 학생들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행태, 인식, 흡연신

념,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와 금연광고의 노출 정도를 확인

하였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였다, 또한 여성 흡연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기존 선행연구

의 흡연율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보다 높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흡연 여부

와 관계없이 대부분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노출 경

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해롭지만,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직·간접 흡연과 중독성에서 덜

해로울 것이라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단변량 분석(ANOVA, Independent t-test)과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생

흡연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요인에서는 대상자 중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요인을 확인한 결과, 음주하지 않는 대학생에 비해 평균 음주량이 6∼9잔인 경우

3.42배(95% CI: 1.10∼10.67), 형제·자매가 흡연자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57배

(95% CI: 1.21∼5.43) 궐련형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흡연에 대한 그릇된 신

념을 가질수록 1.07배(95% CI: 1.00∼1.13), 궐련형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여, 영

향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기인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신종담배

에 따른 변화에 따른 흡연 예방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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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와 연구에 적용 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일반 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복합 흡연행태, 여성

흡연자를 흡연 요인을 위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에서 흡연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정정, 흡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단기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인식개선, 비밀성

을 보장하는 특화된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은 음주 행동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의 절주 프로그램과 통합된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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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wareness and Use of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among College Students

This aims of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ere to identify smoking

behaviors, awareness, and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e of “heat-not-burn (HNB)”

tobacco product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most accessible age group

in the new breed of tobacco users. in line with the recent change in the use of

smoking-type HNB.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imely, given recent

information regarding HNB us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undergraduate students aged 20–29 from four

coed universities and one women’s university, randomly extracted from 28 of the

four-year universities(23 four coed universities, 5 women’s universities) of in

Seoul. 14 question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20 questions regarding HNB use

behavior, 14 questions for recognizing HNB products, 10 questions for eHealth

literacy and understanding, and seven items pertaining to exposure to HNB

products and no-smoking advertisements.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via an online questionnaire over approximately

four weeks (March 8–31, 2019).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percentage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analysis of variance, the chi-squared

test, and a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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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mong the 524 subjects, 277 (52.9%) were lifelong smokers. Among them, 91

(32.9%) were HNB users who have experience using HNB tobacco products and

60 (21.7%) were current users. Of the total subjects, 281 were women, of which

116 (41.3%) were lifelong smokers. Among them, 34 were electronic cigarette

users, accounting for 12.1% of all females and 29.3% of female smokers.

2.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studied, 57 (62.6%) HNB users and 104 (55.9%) non-HNB users had a greater

representation of males (x² = 33.73, p< .001). Further, they were heavier in terms

of weight (F = 7.99, p < .001), and the average BMI was higher (F = 4.08, p <

.05) respectively). The HNB using experienced and the inexperienced person who

experienced smok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drinking rate than

non-smokers (F = 11.87, p < .001).

3. The analysis identified cases of mothers smoking (χ2 = 8.95, p < .05), siblings

smoking (x2 = 9.08, p = .006) and close friends smoking (χ2 = 21.10, p < .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NB users, non HNB users, and

non-smokers.

4. Among the subjects, 449 (85.7%) knew about HNB tobacco products and

recognized that they would be less harmful than conventional tobacco products.

We did not think that HNB tobacco was as restrictive as conventional tobacco,

and we expected that the use of HNB products would increase in the future.

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use of HNB among the 542

subjects, 3.42 times (95% CI: 1.10-10.67) for drinking alcohol with an average

drinking capacity of 6 to 9 glasses compared to college students who did not

drink. When siblings smokers were 2.57 times more likely (95% CI: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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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smoking belief were higher were 1.07 times (95% CI: 1.00-1.13) to use HNB

as compare to smokers who were non-HNB user.

In the study described above, half of the university students expressed that they

had smoked, and one in five had used HNB products. Three months after the

launch of HNB tobacco,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than that noted in the

previous study. Female users of HNB products increased compared to female users

of conventional tobacco and vapor products. Most participants were aware of HNB

tobacco regardless of smoking experience, and they believed that HNB products

would be less harmful than direct and indirect smoke from conventional tobacco.

For those whose alcohol intake was six to nine cups per time (beer standard, 67

oz. to 100 oz), their tendency to smoke was high. Therefore, for active smoking

prevention and smoking cessation of college students as they enter adulthood,

accurate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HNB use an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are combined, and self-efficacy training for smoking cessation is

performed. It is time to concentrate on reducing accessibility.

Key words : Heat-Not-Burn Tobacco product, HNB, Young Adults,

College Student, Smoking, influence factor of smoking, IQ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