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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성

: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배경 및 목적: 청소년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탈행위로 흡연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의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며,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을 제시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지속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종류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

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서, 총 62,276명(남학생 31,624명, 여학생 30,652명)의 데이터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주요 변

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 중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09%(8,150명)였

으며, 이 중 현재 흡연자는 46.25%(3,769명)이었다. 현재 흡연자 중에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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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는 청소년은 45.74%(1,724명)로 나타났다.

비흡연군, 과거흡연군, 현재흡연군에서 성별, 학년, 학교급, 학업성적, 아르

바이트 경험(최근 12개월 이내), 일주일 평균 용돈, 경제 상태, 부모학력, 거

주 형태, 가정 내 간접흡연(최근 7일 이내) 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 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 형태), 흡연관련 요인(가

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르

바이트 경험과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르

바이트 경험 여부와 흡연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

연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제도적, 법적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에 쉽게 접근하

지 못하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더 나아가서는 금연을 위한 홍보 활동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

색과 더불어 금연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개발, 효과성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청소년, 흡연, 아르바이트



- 1 -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교우관계의 확대, 자기존재의 확인 및 재정립을 위한 탐색 과정 등을 겪게

되므로 많은 불안과 고민을 갖게 된다(양경희 등, 2005).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상황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서로 상

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매스컴 및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게 된

다. 청소년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인격 형성

등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혹에 빠져들

거나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은

각종 시험과 입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이 미흡한 청소년들은 유해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흡연을 들 수 있다(이국화, 2015).

청소년의 흡연 계기로는 ‘호기심’, ‘친구 모방’ 또는 ‘어른의 상징’ 등을 들

수 있으며 점차 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성인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Chassin et al., 1998).

권석현 등(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수준의 변수가 포함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대

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요인, 행동요인, 사회 인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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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는 나이, 생활습관,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흡연,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

태, 환경 등이 있었다(Tyas & Pederson, 199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

른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용돈이 10,000원씩 증가할

때 흡연빈도가 증가될 위험성이 0.013%씩 높아진다는 보고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용돈이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더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흡

연하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으로 사용할 가능

성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박선희 등, 2007). 그 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서 청소년의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정렬

등, 2004; 양경희 등,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지속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2018년)에서 발간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

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2018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또

한 아르바이트 근속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주일 미만은 35.6%(‘16년)에

서 28.2%(’18년)로 감소하였으나, 6개월 이상인 경우는 14.1%(‘16년)에서

20.6%(’18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등, 2018).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종류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이기혜 등, 2016).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확연해 진다. 2018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

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보호자)께서 용돈을 주시

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54.4%)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17.2%), ‘부모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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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께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1.0%), ‘재미있을 것 같아서’ (6.8%)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

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지경 등, 2018).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

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자립심, 책임감, 독립심이 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직업 활동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을 형성해 주고, 대인관

계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Mortimer et al., 1996; 장원섭, 2001; 김

기헌, 2003; 김예성, 2006). 특히 학교적응이 어려운 경우 성공적인 아르바이

트 경험은 낮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될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개념과 책임감 등이 학교에 더 많은 참여를 하도록 돕는

다고 하였다(Schill et al., 1985; Larsen et al., 1987; 장원섭, 2001; 김예성,

2007; 김정현, 2009).

이에 반해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는 학업, 학교 부적응, 비행, 진로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유성렬, 2005; 김기헌

등, 2006; 박창남, 2006; 김예성, 2007; 김예성 등, 2009; 박창남, 2010; 황나영

등, 2011; 김성언, 2012; Entwisle et al., 2000; Msrsh & Kleitman, 2005;

Longest & Shanahan, 2007; Monahan et al., 2011).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

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부터 학교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며(유성렬,

2010; 황나영 등, 2011), 수업태도가 좋지 않고 과목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많음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였다(김달중, 2004; 김예성, 2004). 또한 학업

성취도와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청소년 시기에 일을 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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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노동 시간과 학업성적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Mortimer & Finch, 1986).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음주, 흡연, 약물남용(마

리화나 등), 지각, 일탈 행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

도 있다(Steinberget al., 1982; Mortimeret al., 1992).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박창남, 2006) 대부

분의 일과 비행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주당 노동 시간과 관련해

서는 음주, 흡연과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금품 갈취, 절도, 폭력, 패

싸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은 아르

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연장자나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또래와 함께 음주,

흡연 등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돈 관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

에서 수입이 생김에 따라 일탈행위나 비행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00).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일탈 행위 중의 하나

로서 제한적으로 연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종류나 목적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는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흡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흡연을 줄여 건강을 예

방 및 향상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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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는 2017년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

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청소년의 흡연 특성,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의 양상을 알아본다.

셋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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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청소년의 흡연 관련 요인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성별, 연령, 음주, 학교성

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 가족요인(부모와의 동거, 부모의 흡연,

부모의 조력, 부모의 지도, 경제상태 등), 공동체생활요인(학교친구들의 흡연,

학교와의 유착관계, 공동체 유착관계 등)과 같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김

은영, 2012).

개인요인 중 성별에 따른 흡연 수준은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남자

흡연청소년의 비율이 여자 흡연청소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박선희 등,

2007)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 성별에 따라 흡연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정익중은(2005) 한국사회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흡연에 대해 더 관

대하고,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부모의 감독에 의해 비행이 억제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흡연율을 보면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학생들은 흡연을

몇 번 시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많고,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는 높은 남성 흡연율과 낮은 여성 흡연율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남성

흡연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여성 흡연자를 발견할 가능

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남자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성 흡연에 대해여 호

의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박

선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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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행위의 경우 돈이나 물건 뺏기의 빈도 증가, 음주 빈도 증가

시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 약물을 하지 않으

려는 보호 행동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흡연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흡연

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흡연 여부를 결정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흡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흡연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

구 결과(강이주 등, 2005)를 고려하면 청소년의 흡연 예방교육 시 흡연에 대

한 지식 전달과 더불어 흡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보호 의지 강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과과정이나 학업 중심의 학생지도 뿐 만 아니

라, 모든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지경 등, 2013).

박선희 등(2007)은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학생의 최종 학력에 대한 기대 수

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을수록,

경험한 비행 행위 숫자가 증가할수록, 대상자가 흡연을 시작할 위험성이 높

아진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음주 여부, 스트레스 변수가 청소년

의 흡연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음주 경험은 흡연 친구의 존재와 함께 흡

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하였다(김지은 등, 2012).

박현숙 등(200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적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순

으로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음주를 하는 학생이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

보다,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학생보다, 성경험이 있

는 학생이 성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흡연율은 적개심과 우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적개심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우울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흡연율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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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인에서는 가족 내 흡연자가 있는 경우 청소년 흡연의 위험요인 높아

진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Reid et al., 2009; Chen et

al., 2006; Mercken, 2009; Sullivan et al., 2011; Kong et al., 2012; Wang et

al., 2012). 부모나 형제자매가 흡연을 할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은(Tjora, 2011) 부모 및 형제의 흡연이 청소년의 흡연수용 태도를 높임으

로써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김태숙(2003)의 연구

에서는 학교성적이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은 높아지고, 아버지의 교

육정도보다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형제, 자매가 흡연할수록 흡연율

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형제자매가 흡연을 할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도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다른 양상으로, 형제, 자매의 흡연은 서로에게 걱정

거리가 되어 흡연을 말리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정

도 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흡연율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

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에 더 관심과 책임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김지경 등(2013)의 연구에서는 보호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가르침 정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즉, 부모 또는 성

인 보호자가 청소년을 위험 행동(폭력, 가출, 성,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

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심이 많고, 위험 행동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내

용을 자주 설명해 줄수록 청소년의 비 흡연율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청

소년이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흡연율이 낮았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 양

육태도 및 부모 자녀의 관계 등 부모 및 가정환경 특성이 청소년의 흡연 여

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생활요인에서는 흡연하는 또래집단과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흡연가능

성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고, 흡연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수용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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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긍정적이고 흡연율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상균 등, 2005). 이는 청소년

기에 또래집단이 청소년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선희(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경우, 금지된 장소에서 학생들의 흡연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상급

학년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비 흡연자인 초등학생

들의 흡연 시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흡연을 하는 친구 숫자의 증

가는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학교 환경 특성에 따라서도 흡연율에 차이가 있었다. 보호에 대

한 교사의 관심이 전혀 없는 경우와 학교의 관심이 전혀 없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흡연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환

경 특성과 제도적 특성이 청소년의 흡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친구의 흡연 빈도가 증가할수록, 술 담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수록 흡연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접근보다

는 또래 친구들이 함께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김지경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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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

아르바이트는 ‘노동·업적‘이라는 뜻의 독일어 ‘Arbeit’에서 유래된 말이다.

처음에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뜻했

으나 현재는 주부의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

트에 포함한다(두산세계 대 백과사전, 2000).

일반적으로 본업이 아닌 가외의 일을 학업과 병행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청소년기 장시간의 아르

바이트는 보다 중요한 다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일에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학업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학업성

취와 관련된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가능성을 증대시

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Greenberger et al., 1986; Marsh, 1991).

또한 오랜 시간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 약물사용 및 기타 비행

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Agnew, 1990; Bachman et al., 1993;

Yamoor et al., 1990),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스스로도 학업에의 지장과 비

행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경혜,

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이유로는 노동 공간 자체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이 청소년으

로 하여금 술이나 약물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들의 물질적 욕구

를 증대시켜 문제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연장자와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남으

로써 불법적인 성인문화와의 접촉이 증대됨을 들고 있다(Steinberg et al.,

1980).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 단순직

에서 미래의 직업과 별 관련이 없는 일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는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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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되며, 아르바이트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음주나 흡연

같은 행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chman et al., 1993;

Greenberger et al., 1986).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업성취능력 및 학교와의 애착을 감

소시킴으로서 잠재적으로 비행과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berger et al., 1986, Wright et al., 1997; Mortimer et al.,

1992).

한경혜(200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탈 행동

을 하는 또래 혹은 연장자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들로부터 음주나 흡연과 같

은 행위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으며, 돈 관리 능력을 지니지 못한 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흥가에 출입하거나 비행에 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Newcolm et al(1988)은 청소년들이 조급하게 성인역할로 이행

하게 되는 경우 소비패턴 및 여가활동에서 성인과 유사한 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은 학교 부적응이나 약물사용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데, 약물이나 도박과 같은 경비행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심각한 유형의 비행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nner et al, 1991). Ploeger(1997)는 청소년기 노동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음주, 약물 등 경비

행 유형만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음주, 흡연, 문제행동 및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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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무단결석, 흡연, 음주, 패싸움,

절도, 징계체험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이경상 등, 2005), 일의 유형 및

노동 강도가 지위비행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찾아 볼 수 있었다(박창남,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청소년의 흡연을 줄여 건강을

예방 및 향상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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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이다.

그림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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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수행하

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중 제13차(2017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

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정부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제117058호)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파악 및 통계 산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의 기

획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

라인조사이다.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 15개 영역의 123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107개 지표를 산출하였다.

표본설계를 위한 추출 틀은 2017년 4월 기준 전국 중1∼고3 재학생 자료를

사용하였고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추출을 하였다.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층화 한 후, 표본배분시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하여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수를 배

분하였다. 1차 학교단위 추출에서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무작위로 2차 추출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들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 결

석, 특수아동 및 문자독해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제13차(2017

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총 800개교의 64,9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으며, 799개교 62,276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 95.8%의 참여율

을 보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는 원자료(raw data)에서 자료정제(논

리적 오류, 이상치 처리), 가중치 생성, 층 통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제공되

며, 세부적인 자료 이용방식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

서(2017년)’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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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구분과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흡연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검사지 문항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비흡연자’로, ‘있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평생흡연

자‘로 분류하였다.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비해당’이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비흡연자’, ‘최근 30일 동안 없다’라

고 대답한 대상자는 ‘과거흡연자’, ‘월 1-2일’ 이상이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현

재흡연자’로 분류하였다.

나.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최근 12개월 이내)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최근 1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를 ‘아르바이트 경험자’로,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를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로 분류하였다.

다. 혼란변수

1) 인구학적 요인

성별은 ‘남자’와 ‘여자’, 학년은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일반계고, 특성화계고)’, 학업성적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로 분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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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요인

일주일 평균 용돈은 ‘학생의 일주일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용돈은 교통

비, 핸드폰 요금을 제외한 학생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함)’라

는 질문에 ‘0원-9,999원’, ‘10,000원-19,999원’, ‘20,000원-29,999원’, ‘30,000원-

49,999원’, ‘50,000원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제 상태는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로 분류하였다. 부모 학력은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아버지 학

력, 어머니 학력)’라는 질문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잘 모름’, ‘비해

당(안계심)’으로 거주 형태는 ‘현재 거주형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가

족과 거주’, ‘친척집’, ‘자취(하숙, 기숙사)’,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로 구분

하였다.

3) 흡연 관련 요인

가정 내 간접흡연은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며칠입니까?’라는 질

문에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 ‘주2일’, ‘주3일’, ‘주4일’, ‘주5일’, ‘주6일’,

‘매일’로 분류하였다.

담배 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

고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

이 없다’,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조금

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로 분류하였다.

학교 금연교육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

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로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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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본 적이 없다’와 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하나라도 본

적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 ‘본 적이 있다’로 분류하였다.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최근 30일 동안 담뱃갑 경고그림을 본 적이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와 ‘최근 30일 동안 있다’로 분류하

였다.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본인이 담배를 피워

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담배

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

우 많이 생각했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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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9.4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p<0.05

로 설정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13차(2017년) 원시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모집단을 대표하는 통계 생성을 위해 가중치를 반영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학년, 학교급, 학업성적, 아르

바이트 경험, 일주일 평균 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 형태, 가정 내

간접흡연에 대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수행하였다.

둘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

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흡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

개월 이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

고, 모델 Ⅱ에서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후 최근 12개

월 이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

며, 모델 Ⅲ에서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흡연관련 요인을 보

정한 후 최근 12개월 이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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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62,276명으로 남학생이 31,624명, 여학생이 30,652명 이었

으며, 남학생은 평생흡연자 6,114명, 비흡연자 25,510명, 여학생은 평생흡연자

2,036명, 비흡연자 28,616명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 중 학년별 분포는 남학생은 중학교 1학년 16.37%(5,178명),

중학교 2학년 16.67%(5,272명), 중학교 3학년 16.45%(5,202명), 고등학교 1학

년 16.03%(5,069명), 고등학교 2학년 17.74%(5,610명), 고등학교 3학년 16.74%

(5,293명)이었으며,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16.35%(5,011명), 중학교 2학년

16.65%(5,105명), 중학교 3학년 16.69%(5,117명), 고등학교 1학년 16.63%

(5,069명), 고등학교 2학년 16.93%(5,190명), 고등학교 3학년 16.75%(5,133명)

이었다. 학교급별 분포는 남학생은 중학교 49.80%(15,652명), 고등학교 중 일

반계고 40.04%(12,583명), 특성화계고 10.16%(3,194명)였으며, 여학생은 중학

교 50.03%(15,233명), 고등학교 중 일반계고 40.76%(12,410명), 특성화계고

9.20%(2,802명)였다. 학업성적은 상인 경우가 각각 40.87%(12,925명), 37.84%

(11,599명) 가장 많았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은 남학생은 없다

86.15%(27,245명), 있다 13.85%(4,379명), 여학생은 없다 86.87%(26,627명), 있

다 13.13%(4,025명)였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일주일 평균 용돈은

남녀 모두 0원-9,999원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고, 경제

상태는 남학생 중 43.21%(13,664명), 여학생 중 48.67%(14,918명)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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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부모 학력은 남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

두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거주형태는 가

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남녀 모두 약 95%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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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대상자의 흡연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평생흡연자
(N=6,114)

비흡연자
(N=25,510)

p-value

평생흡연자
(N=2,036)

비흡연자
(N=28,616)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인

구

학

적

요

인

학년
중1 5,178 16.37 216 4.17 4,962 95.83 <.0001 5,011 16.35 74 1.48 4,937 98.52 <.0001
중2 5,272 16.67 555 10.53 4,717 89.47 5,105 16.65 208 4.07 4,897 95.93
중3 5,202 16.45 857 16.47 4,345 83.53 5,117 16.69 308 6.02 4,809 93.98
고1 5,069 16.03 1,168 23.04 3,901 76.96 5,096 16.63 384 7.54 4,712 92.46
고2 5,610 17.74 1,582 28.20 4,028 71.80 5,190 16.93 508 9.79 4,682 90.21
고3 5,293 16.74 1,736 32.80 3,557 67.20 5,133 16.75 554 10.79 4,579 89.21
학교급
중학교 15,652 49.80 1,628 10.40 14,024 89.60 <.0001 15,233 50.03 590 3.87 14,643 96.13 <.0001
고등학교
일반계고 12,583 40.04 3,312 26.32 9,271 73.68 12,410 40.76 977 7.87 11,433 92.13
특성화계고 3,194 10.16 1,122 35.13 2,072 64.87 2,802 9.20 456 16.27 2,346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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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평생흡연자
(N=6,114)

비흡연자
(N=25,510)

p-value

평생흡연자
(N=2,036)

비흡연자
(N=28,616)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학업성적

상 12,925 40.87 1,813 14.03 11,112 85.97 <.0001 11,599 37.84 511 4.41 11,088 95.59 <.0001

중 8,683 27.46 1,560 17.97 7,123 82.03 9,127 29.78 429 4.70 8,698 95.30

하 10,016 31.67 2,741 27.37 7,275 72.63 9,926 32.38 1,096 11.04 8,830 88.96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아르바이트 경험(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27,245 86.15 3,893 14.29 23,352 85.71 <.0001 26,627 86.87 1,073 4.03 25,554 95.97 <.0001

있다 4,379 13.85 2,221 50.72 2,158 49.28 4,025 13.13 963 23.93 3,062 76.07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8,966 28.35 934 10.42 8,032 89.58 <.0001 8,895 29.02 316 3.55 8,579 96.45 <.0001

10,000원-19,999원 8,604 27.21 1,336 15.53 7,268 84.47 8,545 27.88 424 4.96 8,121 95.04

20,000원-29,999원 4,341 13.73 971 22.37 3,370 77.63 4,263 13.91 314 7.37 3,949 92.63

30,000원-49,999원 4,311 13.63 8,614 24.68 1,064 75.32 4,303 14.04 3,247 8.09 348 91.91

50,000원 이상 5,402 17.08 1,809 33.49 3,593 66.51 4,646 15.16 634 13.65 4,012 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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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평생흡연자
(N=6,114)

비흡연자
(N=25,510)

p-value

평생흡연자
(N=2,036)

비흡연자
(N=28,616)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경제 상태
상 13,618 43.06 2,355 17.29 11,263 82.71 <.0001 11,184 36.49 609 5.45 10,575 94.55 <.0001
중 13,664 43.21 2,613 19.12 11,051 80.88 14,918 48.67 883 5.92 14,035 94.08
하 4,342 13.73 1,146 26.39 3,196 73.61 4,550 14.84 544 11.96 4,006 88.04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587 1.86 172 29.30 415 70.70 <.0001 599 1.95 79 13.19 520 86.81 <.0001
고졸 7,909 25.01 1,946 24.60 5,963 75.40 7,999 26.10 674 8.43 7,325 91.57
대졸 이상 15,970 50.50 2,781 17.41 13,189 82.59 15,565 50.78 761 4.89 14,804 95.11
잘 모름 5,816 18.39 816 14.03 5,000 85.97 5,182 16.91 305 5.89 4,877 94.11
비해당(안계심) 1,342 4.24 399 29.73 943 70.27 1,307 4.26 217 16.60 1,090 83.40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439 1.39 117 26.65 322 73.35 <.0001 570 1.86 85 14.91 485 85.09 <.0001
고졸 9,175 29.01 2,230 24.31 6,945 75.69 10,252 33.45 805 7.85 9,447 92.15
대졸 이상 14,707 46.51 2,470 16.79 12,237 83.21 14,298 46.65 695 4.86 13,603 95.14
잘 모름 5,964 18.86 852 14.29 5,112 85.71 4,552 14.85 262 5.76 4,290 94.24
비해당(안계심) 1,339 4.23 445 33.23 894 66.77 980 3.20 189 19.29 791 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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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평생흡연자
(N=6,114)

비흡연자
(N=25,510)

p-value

평생흡연자
(N=2,036)

비흡연자
(N=28,616)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거주 형태
가족 29,967 94.76 5,632 18.79 24,335 81.21 <.0001 29,195 95.25 1,843 6.31 27,352 93.69 <.0001
친척집 300 0.95 107 35.67 193 64.33 196 0.64 47 23.98 149 76.02
자취(하숙, 기숙사) 1,174 3.71 293 24.96 881 75.04 1,127 3.68 97 8.61 1,030 91.39

보육시설 183 0.58 82 44.81 101 55.19 134 0.44 49 36.57 85 63.43



- 25 -

남학생 31,624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4,379명,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는

27,245명 이었으며, 여학생 30,652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4,025명, 아르바

이트 비경험자는 26,627명 이었다.

인구학적 요인 중 학년별 분포는 남학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

자가 각각 중학교 1학년 1.70%(88명), 98.30%(5,090명), 중학교 2학년 4.38%

(231명), 95.62%(5,041명), 중학교 3학년 7.34%(382명), 92.66%(4,820명),고등학

교 1학년 16.81%(852명), 83.19%(4,217명), 고등학교 2학년 24.56% (1,378명),

75.44%(4,232명), 고등학교 3학년 27.36%(1,448명), 72.64%(3,845명)이었으며,

여학생에서 각각 중학교 1학년 1.20%(60명), 98.80%(4,951명), 중학교 2학년

3.55%(181명), 96.45%(4,924명), 중학교 3학년 8.19%(419명), 91.81%(4,698명),

고등학교 1학년 15.11%(770명), 84.89%(4,326명), 고등학교 2학년 24.12%

(1,252명), 75.88%(3,938명), 고등학교 3학년 26.16%(1,343명), 73.84%(3,790명)

이었다. 학교급별 분포는 남학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각각

중학교 4.48%(701명), 95.52%(14,951명), 고등학교 중 일반계고 18.61%(2,342

명), 81.39%(10.241명), 특성화계고 40.54%(1,295명), 59.46%(1,899명)였으며,

여학생은 중학교 4.33%(660명), 95.67%(14,573명), 고등학교 중 일반계고

16.75%(2,079명), 83.25%(10,331명), 특성화계고 44.43%(1,245명), 55.57%

(1,557명)였다. 학업성적은 남녀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하라고 응답한 경

우가 각각 2,099명, 1,939명으로,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는 상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각각 11,761명, 10,59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

의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남녀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50,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378명, 8,277명으로,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는 0원-9,999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277명, 8,233명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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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경제 상태는 남학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중인 경우가 1,936명,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는 상인 경우가 12,174명

으로, 여학생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중인 경우가 각각

1,970명, 12,94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 학력은 남

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고졸인 경우가, 아르바이

트 비경험자는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거

주형태는 남녀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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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아르바이트
경험자

(N=4,379)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7,245)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

(N=4,025)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6,627)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인

구

학

적

요

인

학년
중1 5,178 16.37 88 1.70 5,090 98.30 <.0001 5,011 16.35 60 1.20 4,951 98.80 <.0001
중2 5,272 16.67 231 4.38 5,041 95.62 5,105 16.65 181 3.55 4,924 96.45
중3 5,202 16.45 382 7.34 4,820 92.66 5,117 16.69 419 8.19 4,698 91.81
고1 5,069 16.03 852 16.81 4,217 83.19 5,096 16.63 770 15.11 4,326 84.89
고2 5,610 17.74 1,378 24.56 4,232 75.44 5,190 16.93 1,252 24.12 3,938 75.88
고3 5,293 16.74 1,448 27.36 3,845 72.64 5,133 16.75 1,343 26.16 3,790 73.84
학교급
중학교 15,652 49.80 701 4.48 14,951 95.52 <.0001 15,233 50.03 660 4.33 14,573 95.67 <.0001
고등학교
일반계고 12,583 40.04 2,342 18.61 10,241 81.39 12,410 40.76 2,079 16.75 10,331 83.25
특성화계고 3,194 10.16 1,295 40.54 1,899 59.46 2,802 9.20 1,245 44.43 1,557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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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아르바이트
경험자

(N=4,379)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7,245)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

(N=4,025)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6,627)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학업성적
상 12,925 40.87 1,164 9.01 11,761 90.99 <.0001 11,599 37.84 1,006 8.67 10,593 91.33 <.0001
중 8,683 27.46 1,116 12.85 7,567 87.15 9,127 29.78 1,080 11.83 8,047 88.17
하 10,016 31.67 2,099 20.96 7,917 79.04 9,926 32.38 1,939 19.53 7,987 80.47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8,966 28.35 689 7.68 8,277 92.32 <.0001 8,895 29.02 662 7.44 8,233 92.56 <.0001
10,000원-19,999원 8,604 27.21 842 9.79 7,762 90.21 8,545 27.88 872 10.20 7,673 89.80
20,000원-29,999원 4,341 13.73 688 15.85 3,653 84.15 4,263 13.91 632 14.83 3,631 85.17
30,000원-49,999원 4,311 13.63 782 18.14 3,529 81.86 4,303 14.04 718 16.69 3,585 83.31
50,000원 이상 5,402 17.08 1,378 25.51 4,024 74.49 4,646 15.16 1,141 24.56 3,505 75.44
경제 상태
상 13,618 43.06 1,444 10.6 12,174 89.4 <.0001 11,184 36.49 953 8.52 10,231 91.48 <.0001
중 13,664 43.21 1,936 14.17 11,728 85.83 14,918 48.67 1,970 13.21 12,948 86.79
하 4,342 13.73 999 23.01 3,343 76.99 4,550 14.84 1,102 24.22 3,448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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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아르바이트
경험자

(N=4,379)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7,245)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

(N=4,025)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6,627)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587 1.86 156 26.58 431 73.42 <.0001 599 1.95 150 25.04 449 74.96 <.0001

고졸 7,909 25.01 1,609 20.34 6,300 79.66 7,999 26.10 1,523 19.04 6,476 80.96

대졸 이상 15,970 50.50 1,592 9.97 14,378 90.03 15,565 50.78 1,368 8.79 14,197 91.21

잘 모름 5,816 18.39 656 11.28 5,160 88.72 5,182 16.91 640 12.35 4,542 87.65

비해당(안계심) 1,342 4.24 366 27.27 976 72.73 1,307 4.26 344 26.32 963 73.68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439 1.39 108 24.60 331 75.40 <.0001 570 1.86 152 26.67 418 73.33 <.0001

고졸 9,175 29.01 1,772 19.31 7,403 80.69 10,252 33.45 1,821 17.76 8,431 82.24

대졸 이상 14,707 46.51 1,456 9.90 13,251 90.10 14,298 46.65 1,218 8.52 13,080 91.48

잘 모름 5,964 18.86 677 11.35 5,287 88.65 4,552 14.85 559 12.28 3,993 87.72

비해당(안계심) 1,339 4.23 366 27.33 973 72.67 980 3.20 275 28.06 705 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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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남(N=31,624) 여(N=30,652)
아르바이트
경험자

(N=4,379)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7,245)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

(N=4,025)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N=26,627)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거주 형태
가족 29,967 94.76 3,998 13.34 25,969 86.66 <.0001 29,195 95.25 3,734 12.79 25,461 87.21 <.0001
친척집 300 0.95 93 31.00 207 69.00 196 0.64 59 30.10 137 69.90
자취(하숙, 기숙사) 1,174 3.71 215 18.31 959 81.69 1,127 3.68 183 16.24 944 83.76
보육시설 183 0.58 73 39.89 110 60.11 134 0.44 49 36.57 85 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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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흡연상태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평생흡연 경험 있다

8,150명(남 6,114명, 여 2,036명), 과거흡연 4,381명(남 3,256명, 여 1,125명), 현

재흡연 3,769명(남 2,858명, 여 911명)이었고, 현재흡연자 중 매일흡연 여부

아니오(1-29일/월) 2,045명(남 1,481명, 여 564명), 예 1,724명(남 1,377명, 여

347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전자담배 흡연상태에 따른 빈도 분석은 결과는 전자담배

평생흡연 경험 있다 4,302명(남 3,496명, 여 806명), 과거흡연 3,058명(남

2,505명, 여 553명), 현재흡연 1,244명(남 991명, 여 253명)이었고, 현재흡연자

중 매일흡연 여부 아니오(1-29일/월) 984명(남 781명, 여 203명), 예 260명(남

210명, 여 50명)이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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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구대상자의 흡연 상태에 따른 빈도

(단위: 명, %)

평생흡연경험 과거/현재흡연 여부 매일흡연 여부
전자담배

평생흡연경험
전자담배 과거/
현재흡연 여부

전자담배
매일흡연 여부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전

체

없다 54,126 86.91 없다 57,974 93.09
있다 8,150 13.09 과거 4,381 53.75 있다 4,302 6.91 과거 3,058 71.08

현재 3,769 46.25 아니오
(1-29일/월)

2,045 54.26 현재 1,244 28.92 아니오
(1-29일/월)

984 79.10

예 1,724 45.74 예 260 20.90

남

자

없다 25,510 80.67 없다 28,128 88.95
있다 6,114 19.33 과거 3,256 53.25 있다 3,496 11.05 과거 2,505 71.65

현재 2,858 46.75 아니오
(1-29일/월)

1,481 51.82 현재 991 28.35 아니오
(1-29일/월)

781 78.81

예 1,377 48.18 예 210 21.19

여

자

없다 28,616 93.36 없다 29,846 97.37
있다 2,036 6.64 과거 1,125 55.26 있다 806 2.63 과거 553 68.61

현재 911 44.74 아니오
(1-29일/월)

564 61.91 현재 253 31.39 아니오
(1-29일/월)

203 80.24

예 347 38.09 예 50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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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9.04%, 여학생 2.97%에서 현재흡연을 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고,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0.77%, 중학교 2학년 2.98%, 중학교

3학년 4.63%, 고등학교 1학년 7.08%, 고등학교 2학년 9.69%, 고등학교 3학년

10.92%였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교 2.80%, 일반계고 8.06%, 특성화계고

14.26%였고, 학업성적 상 3.93%, 중 4.71%, 하 9.86%가 현재흡연을 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흡연상태에서 성별, 학년, 학교급, 학

업성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현재흡연에서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

은 없다 3.36%, 있다 23.32%였고,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2.56%,

10,000원-19,999원 3.88%, 20,000원-29,999원 6.19%, 30,000원-49,999원 8.14%,

50,000원 이상 14.06%에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 상태

는 상 5.89%, 중 5.21%, 하 9.20%, 부모 학력은 중졸 이하 각각 10.96%,

9.91%, 고졸 7.46%, 7.19%, 대졸 이상 5.03%, 4.76%, 잘 모름 4.44%, 4.72%,

비해당(안계심) 14.27%, 17.08%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5.67%, 친척집 21.98%, 자취(하숙, 기숙사) 9.04%, 보육시설

31.55%였으며,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4.60%, 주1일 5.15%,

주2일 7.47%, 주3일 9.63%, 주4일 12.24%, 주5일 13.42%, 주6일 14.16%, 매일

16.12%에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현재흡연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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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연구대상자의 흡연 상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

성
구분

비흡연자

(N=54,126)

과거흡연자

(N=4,381)

현재흡연자

(N=3,769)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인

구

학

적

요

인

성별
남 25,510 80.67 3,256 10.30 2,858 9.04 <.0001

여 28,616 93.36 1,125 3.67 911 2.97

학년
중1 9,899 97.15 212 2.08 78 0.77 <.0001

중2 9,614 92.65 454 4.38 309 2.98

중3 9,154 88.71 687 6.66 478 4.63

고1 8,613 84.73 832 8.18 720 7.08

고2 8,710 80.65 1,044 9.67 1,046 9.69

고3 8,136 78.04 1,152 11.05 1,138 10.92

학교급
중학교 28,667 92.82 1,353 4.38 865 2.80 <.0001

고등학교
일반계고 20,704 82.84 2,275 9.10 2,014 8.06

특성화계고 4,418 73.68 723 12.06 855 14.26

학업성적
상 22,200 90.52 1,360 5.55 964 3.93 <.0001
중 15,821 88.83 1,151 6.46 838 4.71
하 16,105 80.76 1,870 9.38 1,967 9.86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아르바이트 경험(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48,906 90.78 3,157 5.86 1,809 3.36 <.0001

있다 5,220 62.11 1,224 14.56 1,960 23.32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6,611 93.00 793 4.44 457 2.56 <.0001

10,000원-19,999원 15,389 89.74 1,095 6.39 665 3.88

20,000원-29,999원 7,319 85.07 752 8.74 533 6.19

30,000원-49,999원 7,202 83.61 711 8.25 701 8.14

50,000원 이상 7,605 75.69 1,030 10.25 1,4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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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비흡연자

(N=54,126)

과거흡연자

(N=4,381)

현재흡연자

(N=3,769)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경제 상태

상 21,838 88.05 1,502 6.06 1,462 5.89 <.0001

중 25,086 87.77 2,007 7.02 1,489 5.21

하 7,202 80.99 872 9.81 818 9.20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935 78.84 121 10.2 130 10.96 <.0001

고졸 13,288 83.53 1,433 9.01 1,187 7.46

대졸 이상 27,993 88.77 1,956 6.20 1,586 5.03

잘 모름 9,877 89.81 633 5.76 488 4.44

비해당(안계심) 2,033 76.75 238 8.98 378 14.27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807 79.98 102 10.11 100 9.91 <.0001

고졸 16,392 84.38 1,639 8.44 1,396 7.19

대졸 이상 25,840 89.09 1,784 6.15 1,381 4.76

잘 모름 9,402 89.41 618 5.88 496 4.72

비해당(안계심) 1,685 72.66 238 10.26 396 17.08

거주 형태

가족 51,687 87.37 4,123 6.97 3,352 5.67 <.0001

친척집 342 68.95 45 9.07 109 21.98

자취(하숙, 기숙사) 1,911 83.05 182 7.91 208 9.04

보육시설 186 58.68 31 9.78 100 31.55

가정 내 간접흡연(최근 7일 이내)

없다 39,536 88.82 2,92 6.58 2,046 4.60

주 1일 4,231 88.55 301 6.30 246 5.15

주 2일 3,332 85.22 286 7.31 292 7.47

주 3일 2,345 80.95 273 9.42 279 9.63

주 4일 1,078 78.06 134 9.70 169 12.24

주 5일 799 78.26 85 8.33 137 13.42

주 6일 342 74.51 52 11.33 65 14.16

매일 2,463 74.21 321 9.67 53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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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서 전자담배 평생사용경험은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각

각 없다 10.19%(2,866명), 89.81%(25,262명), 있다 43.28%(1,513명), 56.72%

(1,983명)였고, 여학생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각각 없다

12.04%(3,593명), 87.96%(2,6253명), 있다 53.60%(432명), 46.40%(374명)였다.

전자담배 처음 사용 시기는 남학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학교 3학년 462

명,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중학교 2학년 540명, 여학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학교 3학년 112명, 아르바이트 비경험자 중학교 2학년 89명으로 가장 높았

다. 최근 30일 이내 전자담배 흡연일수는 흡연을 하는 경우 남녀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월 1-2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담배 사용이

유는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남녀 모두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아르바

이트 비경험자는 남녀 모두 호기심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담배 관

련 문항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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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연구대상자의 전자담배 관련 특성

(단위: 명, %)

요인 구분

남(N=31,624) 여(N=30,652)
아르바이트

경험자(N=4,379)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27,245)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N=4,025)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26,627)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전자담배
평생사용

없다 2,866 10.19 25,262 89.81 <.0001 3,593 12.04 26,253 87.96 <.0001

있다 1,513 43.28 1,983 56.72 432 53.60 374 46.40

전자담배

처음사용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48 40.00 72 60.00 <.0001 23 41.82 32 58.18 <.0001
초등학교 1-3학년 46 41.82 64 58.18 33 64.71 18 35.29
초등학교 4학년 10 29.41 24 70.59 8 50.00 8 50.00
초등학교 5학년 17 39.53 26 60.47 5 29.41 12 70.59
초등학교 6학년 23 21.90 82 78.10 7 17.95 32 82.05
중학교 1학년 141 34.64 266 65.36 33 45.21 40 54.79
중학교 2학년 374 40.92 540 59.08 94 51.37 89 48.63
중학교 3학년 462 48.28 495 51.72 112 56.57 86 43.43
고등학교 1학년 241 49.90 242 50.10 66 65.35 35 34.65
고등학교 2학년 111 50.23 110 49.77 35 71.43 14 28.57
고등학교 3학년 27 36.99 46 63.01 9 81.82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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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남(N=31,624) 여(N=30,652)
아르바이트

경험자(N=4,379)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27,245)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N=4,025)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26,627)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전자담배

흡연일수

(최근30일

이내)

없다 985 39.32 1,520 60.68 <.0001 266 48.10 287 51.90 <.0001
월 1-2일 133 43.89 170 56.11 41 64.06 23 35.94
월 3-5일 78 52.70 70 47.30 31 67.39 15 32.61
월 6-9일 80 64.00 45 36.00 20 66.67 10 33.33
월 10-19일 70 57.85 51 42.15 25 65.79 13 34.21
월 20-29일 45 53.57 39 46.43 14 56.00 11 44.00
매일 122 58.10 88 41.90 35 70.00 15 30.00

전자담배

사용이유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 340 49.85 342 50.15 <.0001 77 60.16 51 39.84 <.0001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68 59.36 115 40.64 47 77.05 14 22.95
실내에서도 피울 수 있어서 158 53.38 138 46.62 48 68.57 22 31.43
쉽게 구할 수 있어서 29 51.79 27 48.21 16 61.54 10 38.46
맛이 더 좋아서 167 42.82 223 57.18 51 52.58 46 47.42
향이 좋아서 180 44.01 229 55.99 49 53.26 43 46.74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서 141 51.46 133 48.54 38 56.72 29 43.28
호기심으로 244 28.81 603 71.19 76 41.76 106 58.24
기타 86 33.20 173 66.80 30 36.14 53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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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중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흡연경험 시작 시기는 남학

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중학교 1학년 525명,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는

중학교 2학년 988명, 여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중

학교 2학년 210명, 27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처음흡연 이유는 남녀 아르바이트 경험자 및 비경험자 모두

에서 호기심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0일 이내 흡연 경험자의 흡

연일수는 흡연을 하는 경우 남학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각각 820명, 557명으로 매일 흡연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

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매일 241명,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는 월 1-2일

11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일 흡연자의 매일흡연 시작 시기는 남녀 아

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

근 30일 이내 흡연양은 남녀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2-5개비/1

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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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연구대상자 중 흡연자의 흡연 관련 특성

(단위: 명, %)

요인 구분

남(N=6,114) 여(N=2,036)
아르바이트

경험자(N=2,221)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3,893)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N=963)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1,073)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흡연경험

시작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65 31.55 141 68.45 0.0038 41 47.67 45 52.33 0.0838

초등학교 1-3학년 108 36.12 191 63.88 30 45.45 36 54.55

초등학교 4학년 79 36.74 136 63.26 19 39.58 29 60.42

초등학교 5학년 108 36.36 189 63.64 33 41.77 46 58.23

초등학교 6학년 263 40.90 380 59.10 92 44.88 113 55.12

중학교 1학년 525 38.86 826 61.14 200 47.73 219 52.27

중학교 2학년 487 33.02 988 66.98 210 43.75 270 56.25

중학교 3학년 307 34.30 588 65.70 145 48.01 157 51.99

고등학교 1학년 182 41.08 261 58.92 107 54.31 90 45.69

고등학교 2학년 68 37.57 113 62.43 64 60.38 42 39.62

고등학교 3학년 21 29.58 50 70.42 17 51.52 16 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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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남(N=6,114) 여(N=2,036)
아르바이트

경험자(N=2,221)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3,893)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N=963)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1,073)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처음흡연

이유
호기심으로 1,117 36.15 1,973 63.85 0.0016 511 47.14 573 52.86 0.0523

친구의 권유로 613 36.04 1,088 63.96 197 46.90 223 53.10

선배, 형(오빠), 누나(언니)의 권유로 202 41.31 287 58.69 75 51.37 71 48.63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185 39.78 280 60.22 120 53.33 105 46.67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38 31.93 81 68.07 16 34.78 30 65.22

기타 66 26.40 184 73.60 44 38.26 71 61.74
흡연

경험자의

흡연일수

(최근30일

이내)

없다 790 24.26 2,466 75.74 <.0001 434 38.58 691 61.42 <.0001

월 1-2일 160 34.26 307 65.74 88 42.51 119 57.49

월 3-5일 92 39.15 143 60.85 45 50.56 44 49.44

월 6-9일 76 42.70 102 57.30 43 55.84 34 44.16

월 10-19일 133 44.04 169 55.96 55 62.50 33 37.50

월 20-29일 150 50.17 149 49.83 57 55.34 46 44.66

매일 820 59.55 557 40.45 241 69.45 106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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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남(N=6,114) 여(N=2,036)
아르바이트

경험자(N=2,221)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3,893)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N=963)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1,073)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매일

흡연자의

매일흡연

시작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25 36.23 44 63.77 <.0001 21 67.74 10 32.26 <.0001

초등학교 1-3학년 4 100.00 0 0.00 2 100.00 0 0.00

초등학교 4학년 4 44.44 5 55.56 1 100.00 0 0.00

초등학교 5학년 14 70.00 6 30.00 2 50.00 2 50.00

초등학교 6학년 42 64.62 23 35.38 6 42.86 8 57.14

중학교 1학년 161 64.14 90 35.86 32 72.73 12 27.27

중학교 2학년 196 62.42 118 37.58 69 72.63 26 27.37

중학교 3학년 153 59.77 103 40.23 37 62.71 22 37.29

고등학교 1학년 142 61.21 90 38.79 47 72.31 18 27.69

고등학교 2학년 51 53.13 45 46.88 14 87.50 2 12.50

고등학교 3학년 11 45.83 13 54.17 6 10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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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남(N=6,114) 여(N=2,036)
아르바이트

경험자(N=2,221)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3,893)
p-value

아르바이트
경험자(N=963)

아르바이트
비경험자(N=1,073)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흡연량

(최근30일

이내)

1개비 미만/1일 139 28.90 342 71.10 <.0001 67 38.51 107 61.49 <.0001

1개비/1일 76 35.02 141 64.98 45 42.86 60 57.14

2-5개비/1일 432 49.09 448 50.91 166 58.66 117 41.34

6-9개비/1일 389 60.97 249 39.03 110 73.83 39 26.17

10-19개비/1일 253 65.71 132 34.29 90 78.95 24 21.05

20개비 이상/1일 142 55.25 115 44.75 51 59.30 35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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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중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최근 30일 이내 주된 흡연

장소는 집, 친구 집 12.47%(470명), 학교 7.46%(281명),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길거리 59.80%(2,254명),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16.16%(609명), 술집,

나이트클럽, 포장마차 4.11%(155명)였고, 최근 30일 이내 담배 구매 방법은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를 피웠다 9.95%(375명),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웠다 47.33%(1,784명),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서 피웠다 34.73%(1,309

명), 성인으로부터 얻어서 피웠다 4.25%(160명),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서

피웠다 3.74%(141명)였다.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

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58.47%(4,765명),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

다 6.76%(551명),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5.75%(469명), 조금만 노력하

면 살 수 있었다 13.47%(1,098명),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15.55%

(1,267명)였다(표7).



- 45 -

표7. 흡연장소와 구매 관련 특성

(단위: 명, %)

요인 구분

전체

(N=8,150)

남

(N=6,114)

여

(N=2,036)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주된

흡연장소

(최근30일

이내)

집, 친구 집 470 12.47 345 12.07 125 13.72

학교 281 7.46 230 8.05 51 5.60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길거리

2,254 59.80 1,671 58.47 583 64.00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609 16.16 503 17.60 106 11.64

술집, 나이트클럽,

포장마차

155 4.11 109 3.81 46 5.05

담배구매

방법

(최근30일

이내)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를 피웠다

375 9.95 261 9.13 114 12.51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웠다

1,784 47.33 1,418 49.62 366 40.18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서 피웠다

1,309 34.73 952 33.31 357 39.19

성인으로부터 얻어서

피웠다

160 4.25 111 3.88 49 5.38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서 피웠다

141 3.74 116 4.06 25 2.74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30일

이내)

최근 30일동안담배를

사려고한적이없다

4,765 58.47 3,552 58.10 1,213 59.58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551 6.76 396 6.48 155 7.61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469 5.75 384 6.28 85 4.17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098 13.47 808 13.22 290 14.24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1,267 15.55 974 15.93 29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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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중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최근 12개월 이내 금연시도

는 없다 29.82%(1,124명), 있다 70.18%(2,645명)였고, 금연시도 이유는 담배를

피우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 26.92%(712명),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

서 30.43%(805명),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이 싫어해서 10.51%

(278명), 친구들이 싫어해서 5.07%(134명), 몸에 냄새가 나서 5.56%(147명),

담배값이 너무 비싸서 10.70%(283명),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회적

으로 용납이 안되므로 3.78%(100명), 기타 7.03%(186명)였다. 최근 12개월 이

내 학교 금연 교육 경험은 없다 30.58%(2,492명), 있다 69.42%(5,658명), 최근

12개월 이내 금연 홍보 경험은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23.12%(1,884명), TV

금연광고 58.77%(4,790명), 라디오 금연광고 11.51%(938명), 금연 관련 TV

프로그램 및 뉴스 25.14%(2,049명), 인터넷 금연 홍보 30.76%(2,507명), 신문

기사 및 광고 16.49%(1,344명),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의 광고 29.23%(2,382

명)였고, 최근 30일 이내 담배 광고 노출 경험은 잡지 14.94%(1,218명), 인터

넷 39.78%(3,242명), 편의점 52.54%(4,282명), 슈퍼마켓 27.71%(2,258명), 본

적이 없다 20.49%(1,670명)였다.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 그림 인지는 없

다 19.96%(1,627명), 있다 80.04%(6,523명), 담뱃갑 경고 그림 건강 위해는 건

강에 해롭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56%(689명), 건강에 해롭다고 약간

생각했다 27.23%(1,776명), 건강에 해롭다고 많이 생각했다 23.99%(1,565명),

건강에 해롭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38.22%(2,493명)였고, 담뱃갑 경고 그림

흡연 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7.17%

(1,120명),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30.43%(1,985명), 담

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17.35%(1,132명),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35.05%(2,286명)였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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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금연시도와 이유

(단위: 명, %)

요인 구분

전체

(N=8,150)

남

(N=6,114)

여

(N=2,036)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금연시도
(최근 12
개월이내)

없다 1,124 29.82 868 30.37 256 28.10

있다 2,645 70.18 1,990 69.63 655 71.90

금연시도

이유

담배를피우니까몸이

안 좋아져서

712 26.92 533 26.78 179 27.33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805 30.43 615 30.90 190 29.01

부모님이나선생님등

주변어른들이싫어해서

278 10.51 207 10.40 71 10.84

친구들이 싫어해서 134 5.07 102 5.13 32 4.89
몸에 냄새가 나서 147 5.56 105 5.28 42 6.41
담배값이너무비싸서 283 10.70 226 11.36 57 8.70
청소년이담배를피우는

것은사회적으로용납이

안되므로

100 3.78 68 3.42 32 4.89

기타 186 7.03 134 6.73 52 7.94

학교금연
교육경험
(최근 12
개월이내)

없다 2,492 30.58 1,889 30.90 603 29.62

있다 5,658 69.42 4,225 69.10 1,433 70.38

금연홍보

경험*

(최근 12

개월이내)

보거나들은적이없다 1,884 23.12 1,467 23.99 417 20.48

TV 금연광고 4,790 58.77 3,591 58.73 1,199 58.89

라디오 금연광고 938 11.51 768 12.56 170 8.35

금연관련TV프로그램
및 뉴스

2,049 25.14 1,553 25.40 496 24.36

인터넷 금연 홍보 2,507 30.76 1,880 30.75 627 30.80

신문기사및광고 1,344 16.49 1,016 16.62 328 16.11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의 광고

2,382 29.23 1,691 27.66 691 33.94



- 48 -

* 금연홍보경험, 담배광고노출경험 중복응답 가능

요인 구분

전체

(N=8,150)

남

(N=6,114)

여

(N=2,036)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30일

이내)

잡지 1,218 14.94 1,006 16.45 212 10.41

인터넷 3,242 39.78 2,435 39.83 807 39.64

편의점 4,282 52.54 3,177 51.96 1,105 54.27

슈퍼마켓 2,258 27.71 1,701 27.82 557 27.36

본 적이 없다 1,670 20.49 1,248 20.41 422 20.73

담뱃갑경고

그림 인지

(최근30일

이내)

없다 1,627 19.96 1,270 20.77 357 17.53

있다 6,523 80.04 4,844 79.23 1,679 82.47

담뱃갑

경고그림

건강위해

건강에해롭다고전혀

생각하지않았다

689 10.56 551 11.37 138 8.22

건강에해롭다고약간

생각했다

1,776 27.23 1,317 27.19 459 27.34

건강에해롭다고많이

생각했다

1,565 23.99 1,149 23.72 416 24.78

건강에해롭다고매우

많이생각했다

2,493 38.22 1,827 37.72 666 39.67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

하지 않았다

1,120 17.17 870 17.96 250 14.89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

했다

1,985 30.43 1,438 29.69 547 32.58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

했다

1,132 17.35 849 17.53 283 16.86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2,286 35.05 1,687 34.83 599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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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였

으며 모델Ⅰ에서는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모델 Ⅱ에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등 인구학적 요인과 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경우, 모델 Ⅲ에서는 성별, 학년, 학

업성적 등 인구학적 요인과 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

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등 흡연관련 요인을 통제한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평생 흡연 경험이 6.01배(95% CI 5.70-6.33)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델 Ⅱ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3.88배(95% CI 3.65-4.12)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25배(95% CI

0.24-0.27),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27배(95% CI 1.97-2.61), 중학

교 3학년 3.27배(95% CI 2.85-3.74), 고등학교 1학년 3.67배(95% CI 3.21-

4.20), 고등학교 2학년 4.04배(95% CI 3.54-4.62), 고등학교 3학년 4.59배(95%

CI 4.01-5.24),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4배(95% CI 1.06-1.22), 하위

군 1.84배(95% CI 1.73-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

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36

배(95% CI 1.25-1.47), 20,000원-29,999원 1.79배(95% CI 1.64-1.96),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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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9원 1.86배(95% CI 1.70-2.03), 50,000원 이상 2.49배(95% CI 2.29-

2.70),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91배(95% CI 0.86-0.96), 하위군

1.12배(95% CI 1.04-1.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91배(95% CI 0.77-1.08), 대졸 이상

0.84배(95% CI 0.71-1.00), 잘 모름 0.76배(95% CI 0.63-0.91), 비해당(안계심)

1.07배(95% CI 0.88-1.30),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84배(95%

CI 0.70-1.01), 대졸 이상 0.76배(95% CI 0.63-0.92), 잘 모름 0.71배(95% CI

0.58-0.86), 비해당(안계심) 1.21배(95% CI 0.98-1.5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1.73배

(95% CI 1.38-2.16), 자취(하숙, 기숙사) 0.98배(95% CI 0.87-1.11), 보육시설

2.25배(95% CI 1.71-2.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델 Ⅲ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2.49배(95% CI 2.32-2.68)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28배(95% CI

0.26-0.30),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1.95배(95% CI 1.68-2.27), 중학

교 3학년 2.68배(95% CI 2.32-3.10), 고등학교 1학년 2.91배(95% CI 2.51-

3.36), 고등학교 2학년 3.14배(95% CI 2.72-3.62), 고등학교 3학년 3.36배(95%

CI 2.91-3.88),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7배(95% CI 1.08-1.27), 하위

군 1.74배(95% CI 1.62-1.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

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34

배(95% CI 1.22-1.47), 20,000원-29,999원 1.61배(95% CI 1.46-1.78), 30,000원

-49,999원 1.57배(95% CI 1.41-1.73), 50,000원 이상 1.82배(95% CI 1.65-

2.00),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1.00배(95% CI 0.93-1.07), 하위군

1.19배(95% CI 1.09-1.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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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96배(95% CI 0.78-1.17), 대졸 이상

0.84배(95% CI 0.69-1.03), 잘 모름 0.83배(95% CI 0.66-1.03), 비해당(안계심)

0.93배(95% CI 0.73-1.77),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84배(95%

CI 0.68-1.04), 대졸 이상 0.75배(95% CI 0.61-0.94), 잘 모름 0.75배(95% CI

0.60-0.95), 비해당(안계심) 1.03배(95% CI 0.81-1.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0.94배

(95% CI 0.70-1.27), 자취(하숙, 기숙사) 0.92배(95% CI 0.79-1.07), 보육시설

1.43배(95% CI 1.01-2.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관련

요인 중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대비 주 1일 0.80배(95%

CI 0.75-0.94), 주 2일 1.00배(95% CI 0.89-1.13), 주 3일 1.14배(95% CI 1.00-

1.30), 주 4일 1.25배(95% CI 1.04-1.50), 주 5일 1.03배(95% CI 0.83-1.28), 주

6일 1.52배(95% CI 1.13-20.6), 매일 1.56배(95% CI 1.39-1.76), 최근 30일 이

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 이 없다 대비 담

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3.58배(95% CI 3.16-4.05),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6.51배(95% CI 13.13-20.75),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37.27배

(95% CI 30.22-45.97),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30.52배(95% CI 25.23

-36.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12개월 이내 학교 금연

교육 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1.03배(95% CI 0.69-1.10), 최근 30일 이내 담배

광고 노출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88배(95% CI 0.82-0.95),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없다 대비 있다 2.74배(95% CI 2.55-2.96),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대

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43배(95% CI 1.25- 1.63),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78배(95% CI 0.68- 0.90), 담

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2배(95% CI 0.28 -0.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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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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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12개월 이내)
없음 1.0 1.0 1.0
있음 6.01(5.70-6.33) 3.88(3.65-4.12) 2.49(2.32-2.68)

인

구

학

적

요

인

성별
남 1.0 1.0
여 0.25(0.24-0.27) 0.28(0.26-0.30)
학년
중1 1.0 1.0
중2 2.27(1.97-2.61) 1.95(1.68-2.27)
중3 3.27(2.85-3.74) 2.68(2.32-3.10)
고1 3.67(3.21-4.20) 2.91(2.51-3.36)
고2 4.04(3.54-4.62) 3.14(2.72-3.62)
고3 4.59(4.01-5.24) 3.36(2.91-3.88)
학업성적
상 1.0 1.0
중 1.14(1.06-1.22) 1.17(1.08-1.27)
하 1.84(1.73-1.96) 1.74(1.62-1.87)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0 1.0
10,000원-19,999원 1.36(1.25-1.47) 1.34(1.22-1.47)
20,000원-29,999원 1.79(1.64-1.96) 1.61(1.46-1.78)
30,000원-49,999원 1.86(1.70-2.03) 1.57(1.41-1.73)
50,000원 이상 2.49(2.29-2.70) 1.82(1.65-2.00)
경제 상태
상 1.0 1.0
중 0.91(0.86-0.96) 1.00(0.93-1.07)
하 1.12(1.04-1.21) 1.19(1.09-1.31)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1.0 1.0
고졸 0.91(0.77-1.08) 0.96(0.78-1.17)
대졸 이상 0.84(0.71-1.00) 0.84(0.69-1.03)
잘 모름 0.76(0.63-0.91) 0.83(0.66-1.03)
비해당(안계심) 1.07(0.88-1.30) 0.93(0.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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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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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1.0 1.0
고졸 0.84(0.70-1.01) 0.84(0.68-1.04)
대졸 이상 0.76(0.63-0.92) 0.75(0.61-0.94)
잘 모름 0.71(0.58-0.86) 0.75(0.60-0.95)
비해당(안계심) 1.21(0.98-1.50) 1.03(0.81-1.32)
거주 형태
가족 1.0 1.0
친척집 1.73(1.38-2.16) 0.94(0.70-1.27)
자취(하숙, 기숙사) 0.98(0.87-1.11) 0.92(0.79-1.07)
보육시설 2.25(1.71-2.95) 1.43(1.01-2.03)

흡

연

관

련

요

인

가정 내 간접흡연
(최근 7일 이내)
없다 1.0
주 1일 0.80(0.75-0.94)

주 2일 1.00(0.89-1.13)

주 3일 1.14(1.00-1.30)
주 4일 1.25(1.04-1.50)

주 5일 1.03(0.83-1.28)
주 6일 1.52(1.13-2.06)

매일 1.56(1.39-1.76)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 30일 이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1.0

담배를사는것이불가능했다 3.58(3.16-4.05)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6.51(13.13-20.75)

조금만노력하면 살수있었다 37.27(30.22-45.97)

노력없어도쉽게살수있었다 30.52(25.23-36.91)
학교 금연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1.0

있다 1.03(0.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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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Ⅰ: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델 Ⅱ: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통제

모델 Ⅲ: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

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통제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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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0.88(0.82-0.95)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2.74(2.55-2.96)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43(1.25-1.63)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78(0.68-0.9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2(0.2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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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남학생인 경우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평생 흡연 경험이 6.17배

(95% CI 5.77-6.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델 Ⅱ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3.60배(95% CI 3.35-3.88)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23

배(95% CI 1.89-2.63), 중학교 3학년 3.35배(95% CI 2.86-3.92), 고등학교 1학

년 3.98배(95% CI 3.40-4.65), 고등학교 2학년 4.44배(95% CI 3.81-5.19), 고등

학교 3학년 5.28배(95% CI 4.52-6.16),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21배

(95% CI 1.12-1.31), 하위군 1.81배(95% CI 1.68-1.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38배(95% CI 1.26-1.52), 20,000원-29,999원 1.84배(95%

CI 1.65-2.04), 30,000원-49,999원 1.92배(95% CI 1.73-2.13), 50,000원 이상

2.49배(95% CI 2.26- 2.75),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93배(95% CI

0.87-1.00), 하위군 1.09배(95% CI 0.99-1.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95배(95% CI

0.77-1.18), 대졸 이상 0.90배(95% CI 0.73-1.12), 잘 모름 0.76배(95% CI 0.60

-0.96), 비해당(안계심) 0.96배(95% CI 0.75-1.23),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00배(95% CI 0.78-1.29), 대졸 이상 0.89배(95% CI 0.69-1.14), 잘

모름 0.82배(95% CI 0.63-1.07), 비해당(안계심) 1.38배(95% CI 1.05-1.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

우 대비 친척집 1.53배(95% CI 1.17-2.00), 자취(하숙, 기숙사) 0.97배(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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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1.13), 보육시설 1.81배(95% CI 1.28-2.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델 Ⅲ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2.29배(95% CI 2.09-2.50)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1.91

배(95% CI 1.61-2.27), 중학교 3학년 2.72배(95% CI 2.30-3.22), 고등학교 1학

년 3.07배(95% CI 2.60-3.63), 고등학교 2학년 3.33배(95% CI 2.82-3.93), 고등

학교 3학년 3.73배(95% CI 3.16-4.41),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21배

(95% CI 1.10-1.33), 하위군 1.70배(95% CI 1.56-1.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36배(95% CI 1.22-1.51), 20,000원-29,999원 1.63배(95%

CI 1.45-1.84), 30,000원-49,999원 1.62배(95% CI 1.44-1.83), 50,000원 이상

1.82배(95% CI 1.63- 2.04),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1.04배(95% CI

0.96-1.13), 하위군 1.17배(95% CI 1.04-1.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91배(95% CI

0.71-1.16), 대졸 이상 0.84배(95% CI 0.65-1.07), 잘 모름 0.73배(95% CI

0.56-0.96), 비해당(안계심) 0.76배(95% CI 0.57-1.01),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03배(95% CI 0.77-1.38), 대졸 이상 0.89배(95% CI 0.66-

1.19), 잘 모름 0.92배(95% CI 0.68-1.26), 비해당(안계심) 1.31배(95% CI 0.95

-1.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0.82배(95% CI 0.57-1.18), 자취(하숙, 기숙사) 0.93배

(95% CI 0.78-1.11), 보육시설 1.22배(95% CI 0.79-1.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관련 요인 중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대비 주 1일 0.77배(95% CI 0.67-0.88), 주 2일 0.90배(95% CI 0.67-0.8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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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15배(95% CI 0.98-1.34), 주 4일 1.31배(95% CI 1.05-1.63), 주 5일 0.99

배(95% CI 0.76-1.29), 주 6일 1.27배(95% CI 0.86-1.86), 매일 1.50배(95% CI

1.29-1.75),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

고 한 적 이 없다 대비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2.92배(95% CI 2.53-

3.38),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4.38배(95% CI 11.09-18.65), 조금만 노

력하면 살 수 있었다 29.96배(95% CI 23.22-38.67),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25.63배(95% CI 20.44-32.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12개월 이내 학교 금연교육 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1.08배(95% CI 1.00

-1.17), 최근 30일 이내 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88배(95% CI

0.81-0.96),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없다 대비 있다 2.77배

(95% CI 2.55-3.02),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

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대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46배(95% CI 1.24-1.72),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82

배(95% CI 0.70-0.96),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4배(95% CI 0.29-0.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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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연구대상자의 성별(남)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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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12개월 이내)

없음 1.0 1.0 1.0

있음 6.17(5.77-6.61) 3.60(3.35-3.88) 2.29(2.09-2.50)

인

구

학

적

요

인

학년
중1 1.0 1.0
중2 2.23(1.89-2.63) 1.91(1.61-2.27)
중3 3.35(2.86-3.92) 2.72(2.30-3.22)
고1 3.98(3.40-4.65) 3.07(2.60-3.63)
고2 4.44(3.81-5.19) 3.33(2.82-3.93)
고3 5.28(4.52-6.16) 3.73(3.16-4.41)
학업성적
상 1.0 1.0
중 1.21(1.12-1.31) 1.21(1.10-1.33)
하 1.81(1.68-1.95) 1.70(1.56-1.86)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0 1.0

10,000원-19,999원 1.38(1.26-1.52) 1.36(1.22-1.51)

20,000원-29,999원 1.84(1.65-2.04) 1.63(1.45-1.84)

30,000원-49,999원 1.92(1.73-2.13) 1.62(1.44-1.83)

50,000원 이상 2.49(2.26-2.75) 1.82(1.63-2.04)

경제 상태

상 1.0 1.0

중 0.93(0.87-1.00) 1.04(0.96-1.13)

하 1.09(0.99-1.20) 1.17(1.04-1.30)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1.0 1.0

고졸 0.95(0.77-1.18) 0.91(0.71-1.16)

대졸 이상 0.90(0.73-1.12) 0.84(0.65-1.07)

잘 모름 0.76(0.60-0.96) 0.73(0.56-0.96)

비해당(안계심) 0.96(0.75-1.23) 0.76(0.5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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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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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1.0 1.0
고졸 1.00(0.78-1.29) 1.03(0.77-1.38)
대졸 이상 0.89(0.69-1.14) 0.89(0.66-1.19)
잘 모름 0.82(0.63-1.07) 0.92(0.68-1.26)
비해당(안계심) 1.38(1.05-1.82) 1.31(0.95-1.81)
거주 형태
가족 1.0
친척집 1.53(1.17-2.00) 0.82(0.57-1.18)
자취(하숙, 기숙사) 0.97(0.84-1.13) 0.93(0.78-1.11)
보육시설 1.81(1.28-2.55) 1.22(0.79-1.88)

흡

연

관

련

요

인

가정 내 간접흡연
(최근 7일 이내)
없다 1.0
주 1일 0.77(0.67-0.88)

주 2일 0.90(0.78-1.04)

주 3일 1.15(0.98-1.34)
주 4일 1.31(1.05-1.63)

주 5일 0.99(0.76-1.29)
주 6일 1.27(0.86-1.86)

매일 1.50(1.29-1.75)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 30일 이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1.0

담배를사는것이불가능했다 2.92(2.53-3.38)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4.38(11.09-18.65)

조금만노력하면 살수있었다 29.96(23.22-38.67)

노력없어도쉽게살수있었다 25.63(20.44-32.13)
학교 금연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1.0

있다 1.08(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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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Ⅰ: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델 Ⅱ: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통제

모델 Ⅲ: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

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통제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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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0.88(0.81-0.96)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2.77(2.55-3.02)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46(1.24-1.72)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82(0.70-0.96)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4(0.2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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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가 여학생인 경우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평생 흡연 경험이 7.49배

(95% CI 6.81-8.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델 Ⅱ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4.56배(95% CI 4.11-5.07)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30

배(95% CI 1.75-3.05), 중학교 3학년 2.90배(95% CI 2.23-3.78), 고등학교 1학

년 2.78배(95% CI 2.14-3.62), 고등학교 2학년 2.97배(95% CI 2.29-3.85), 고등

학교 3학년 3.04배(95% CI 2.34-3.94),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0.96배

(95% CI 0.83-1.10), 하위군 1.86배(95% CI 1.65-2.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28배(95% CI 1.10-1.50), 20,000원-29,999원 1.64배(95%

CI 1.39-1.95), 30,000원-49,999원 1.69배(95% CI 1.43-1.99), 50,000원 이상

2.48배(95% CI 2.13-2.89),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85배(95% CI

0.76-0.95), 하위군 1.16배(95% CI 1.00-1.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82배(95% CI

0.62-1.09), 대졸 이상 0.70배(95% CI 0.53-0.94), 잘 모름 0.75배(95% CI 0.55

-1.03), 비해당(안계심) 1.25배(95% CI 0.91-1.71),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68배(95% CI 0.52-0.90), 대졸 이상 0.65배(95% CI 0.49-0.86), 잘

모름 0.63배(95% CI 0.46-0.86), 비해당(안계심) 1.12배(95% CI 0.81-1.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

우 대비 친척집 2.16배(95% CI 1.46-3.19), 자취(하숙, 기숙사) 1.02배(95% CI

0.81-1.29), 보육시설 2.85배(95% CI 1.84-4.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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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Ⅲ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2.94배(95% CI 2.59-3.34)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06

배(95% CI 1.54-2.77), 중학교 3학년 2.54배(95% CI 1.91-3.38), 고등학교 1학

년 2.48배(95% CI 1.86-3.30), 고등학교 2학년 2.67배(95% CI 2.01-3.55), 고등

학교 3학년 2.61배(95% CI 1.96-3.47),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0배

(95% CI 0.94-1.28), 하위군 1.80배(95% CI 1.57-2.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28배(95% CI 1.08-1.52), 20,000원-29,999원 1.50배(95%

CI 1.24-1.82), 30,000원-49,999원 1.39배(95% CI 1.15-1.69), 50,000원 이상

1.80배(95% CI 1.51-2.16),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90배(95% CI

0.79-1.03), 하위군 1.20배(95% CI 1.01-1.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10배(95% CI

0.77-1.56), 대졸 이상 0.83배(95% CI 0.57-1.19), 잘 모름 1.07배(95% CI

0.73-1.58), 비해당(안계심) 1.34배(95% CI 0.90-2.00),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66배(95% CI 0.48-0.91), 대졸 이상 0.66배(95% CI 0.47-

0.91), 잘 모름 0.62배(95% CI 0.43-0.89), 비해당(안계심) 0.78배(95% CI 0.53

-1.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1.29배(95% CI 0.75-2.21), 자취(하숙, 기숙사) 0.91배

(95% CI 0.68-1.21), 보육시설 1.81배(95% CI 1.00-3.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관련 요인 중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대비 주 1일 1.04배(95% CI 0.84-1.29), 주 2일 1.26배(95% CI 1.02-1.55), 주

3일 1.11배(95% CI 0.87-1.41), 주 4일 1.10배(95% CI 0.78-1.54), 주 5일 1.13

배(95% CI 0.78-1.65), 주 6일 2.14배(95% CI 1.32-3.47), 매일 1.65배(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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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0),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

고 한 적 이 없다 대비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6.35배(95% CI 5.05-

7.99),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25.40배(95% CI 15.97-40.39), 조금만 노

력하면 살 수 있었다 52.46배(95% CI 36.70-75.00),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42.80배(95% CI 30.31-60.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12개월 이내 학교 금연교육 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88배(95% CI 0.77

–0.99), 최근 30일 이내 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89배(95% CI

0.77-1.02),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없다 대비 있다 2.54배

(95% CI 2.20-2.94),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

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대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33배(95% CI 1.04-1.70),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70

배(95% CI 0.54-0.91),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27배(95% CI 0.22-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1).



- 64 -

표11. 연구대상자의 성별(여)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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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12개월 이내)

없음 1.0 1.0 1.0

있음 7.49(6.81-8.23) 4.56(4.11-5.07) 2.94(2.59-3.34)

인

구

학

적

요

인

학년
중1 1.0 1.0
중2 2.30(1.75-3.02) 2.06(1.54-2.77)
중3 2.90(2.23-3.78) 2.54(1.91-3.38)
고1 2.78(2.14-3.62) 2.48(1.86-3.30)
고2 2.97(2.29-3.85) 2.67(2.01-3.55)
고3 3.04(2.34-3.94) 2.61(1.96-3.47)
학업성적
상 1.0 1.0
중 0.96(0.83-1.10) 1.10(0.94-1.28)
하 1.86(1.65-2.10) 1.80(1.57-2.07)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0 1.0

10,000원-19,999원 1.28(1.10-1.50) 1.28(1.08-1.52)

20,000원-29,999원 1.64(1.39-1.95) 1.50(1.24-1.82)

30,000원-49,999원 1.69(1.43-1.99) 1.39(1.15-1.69)

50,000원 이상 2.48(2.13-2.89) 1.80(1.51-2.16)

경제 상태

상 1.0 1.0

중 0.85(0.76-0.95) 0.90(0.79-1.03)

하 1.16(1.00-1.34) 1.20(1.01-1.42)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1.0 1.0

고졸 0.82(0.62-1.09) 1.10(0.77-1.56)

대졸 이상 0.70(0.53-0.94) 0.83(0.57-1.19)

잘 모름 0.75(0.55-1.03) 1.07(0.73-1.58)

비해당(안계심) 1.25(0.91-1.71) 1.34(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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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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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1.0 1.0
고졸 0.68(0.52-0.90) 0.66(0.48-0.91)
대졸 이상 0.65(0.49-0.86) 0.66(0.47-0.91)
잘 모름 0.63(0.46-0.86) 0.62(0.43-0.89)
비해당(안계심) 1.12(0.81-1.55) 0.78(0.53-1.15)
거주 형태
가족 1.0 1.0
친척집 2.16(1.46-3.19) 1.29(0.75-2.21)
자취(하숙, 기숙사) 1.02(0.81-1.29) 0.91(0.68-1.21)
보육시설 2.85(1.84-4.40) 1.81(1.00-3.28)

흡

연

관

련

요

인

가정 내 간접흡연
(최근 7일 이내)
없다 1.0
주 1일 1.04(0.84-1.29)

주 2일 1.26(1.02-1.55)

주 3일 1.11(0.87-1.41)
주 4일 1.10(0.78-1.54)

주 5일 1.13(0.78-1.65)
주 6일 2.14(1.32-3.47)

매일 1.65(1.37-2.00)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 30일 이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1.0

담배를사는것이불가능했다 6.35(5.05-7.99)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25.40(15.97-40.39)

조금만노력하면 살수있었다 52.46(36.70-75.00)

노력없어도쉽게살수있었다 42.80(30.31-60.45)
학교 금연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1.0

있다 0.88(0.7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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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Ⅰ: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델 Ⅱ: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통제

모델 Ⅲ: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

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통제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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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0.89(0.77-1.02)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2.54(2.20-2.94)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33(1.04-1.7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70(0.54-0.91)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27(0.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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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학교급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중학생인 경우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평생 흡연 경험이 6.94배

(95% CI 6.13-7.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델 Ⅱ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4.17배(95% CI 3.63-4.79)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31배(95% CI

0.28-0.35),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16배(95% CI 1.87-2.49), 중학

교 3학년 3.04배(95% CI 2.64-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1배(95% CI 0.97-1.26), 하위군 2.15배(95%

CI 1.92-2.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64배(95% CI

1.45-1.86), 20,000원-29,999원 2.03배(95% CI 1.74-2.36), 30,000원-49,999원

2.02배(95% CI 1.73-2.36), 50,000원 이상 3.23배(95% CI 2.78-3.74), 경제 상

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1.01배(95% CI 0.91-1.12), 하위군 1.36배(95% CI

1.17-1.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

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74배(95% CI 0.53-1.04), 대졸 이상 0.69배(95% CI

0.49-0.96), 잘 모름 0.63배(95% CI 0.45–0.90), 비해당(안계심) 1.00배(95%

CI 0.69-1.45),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95배(95% CI 0.64-

1.41), 대졸 이상 0.88배(95% CI 0.59-1.32), 잘 모름 0.71배(95% CI 0.47-

1.07), 비해당(안계심) 1.43배(95% CI 0.94-2.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2.00배(95%

CI 1.37-2.92), 자취(하숙, 기숙사) 1.15배(95% CI 0.77-1.71), 보육시설 2.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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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65-3.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델 Ⅲ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2.81배(95% CI 2.38-3.32)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32배(95% CI

0.28-0.35),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1.86배(95% CI 1.59-2.16), 중학

교 3학년 2.51배(95% CI 2.17-2.91),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6배

(95% CI 1.01-1.34), 하위군 2.19배(95% CI 1.93-2.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56배(95% CI 1.36-1.78), 20,000원-29,999원 1.70배(95%

CI 1.44-2.01), 30,000원-49,999원 1.66배(95% CI 1.39-1.97), 50,000원 이상

2.29배(95% CI 1.94-2.71),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1.01배(95% CI

0.90-1.13), 하위군 1.26배(95% CI 1.07-1.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68배(95% CI

0.47-0.99), 대졸 이상 0.61배(95% CI 0.42-0.89), 잘 모름 0.62배(95% CI

0.42-0.92), 비해당(안계심) 0.78배(95% CI 0.51-1.18),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02배(95% CI 0.65-1.60), 대졸 이상 0.97배(95% CI 0.61-

1.52), 잘 모름 0.86배(95% CI 0.54-1.37), 비해당(안계심) 1.30배(95% CI 0.80

–2.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

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1.46배(95% CI 0.92-2.32), 자취(하숙, 기숙사) 0.91

배(95% CI 0.58-1.45), 보육시설 1.95배(95% CI 1.19-3.19)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관련 요인 중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대비 주 1일 0.86배(95% CI 0.71-1.04), 주 2일 0.90배(95% CI 0.73-

1.11), 주 3일 1.11배(95% CI 0.89-1.39), 주 4일 1.25배(95% CI 0.93-1.67), 주

5일 0.93배(95% CI 0.64-1.35), 주 6일 1.35배(95% CI 0.86-2.13), 매일 1.6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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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32-1.95),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

를 사려고 한 적 이 없다 대비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3.61배(95%

CI 2.96-4.41),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2.12배(95% CI 8.19-17.92), 조금

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25.68배(95% CI 18.24-36.14),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29.90배(95% CI 20.32-43.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최근 12개월 이내 학교 금연교육 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96배(95%

CI 0.85–1.08), 최근 30일 이내 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86배

(95% CI 0.76-0.99),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없다 대비 있다

2.98배(95% CI 2.62-3.39),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대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

각했다 1.96배(95% CI 1.52-2.54),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

다 0.94배(95% CI 0.73-1.22),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

했다 0.30배(95% CI 0.24-0.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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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연구대상자의학교급(중학교)에따른아르바이트경험과평생흡연경험과의관련성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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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12개월 이내)

없음 1.0 1.0 1.0
있음 6.94(6.13-7.86) 4.17(3.63-4.79) 2.81(2.38-3.32)

인

구

학

적

요

인

성별
남 1.0 1.0
여 0.31(0.28-0.35) 0.32(0.28-0.35)
학년
중1 1.0 1.0
중2 2.16(1.87-2.49) 1.86(1.59-2.16)
중3 3.04(2.64-3.49) 2.51(2.17-2.91)
학업성적
상 1.0 1.0
중 1.11(0.97-1.26) 1.16(1.01-1.34)
하 2.15(1.92-2.40) 2.19(1.93-2.48)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0 1.0

10,000원-19,999원 1.64(1.45-1.86) 1.56(1.36-1.78)

20,000원-29,999원 2.03(1.74-2.36) 1.70(1.44-2.01)

30,000원-49,999원 2.02(1.73-2.36) 1.66(1.39-1.97)

50,000원 이상 3.23(2.78-3.74) 2.29(1.94-2.71)

경제 상태

상 1.0 1.0

중 1.01(0.91-1.12) 1.01(0.90-1.13)

하 1.36(1.17-1.58) 1.26(1.07-1.49)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1.0 1.0

고졸 0.74(0.53-1.04) 0.68(0.47-0.99)

대졸 이상 0.69(0.49-0.96) 0.61(0.42-0.89)

잘 모름 0.63(0.45-0.90) 0.62(0.42-0.92)

비해당(안계심) 1.00(0.69-1.45) 0.78(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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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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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1.0 1.0
고졸 0.95(0.64-1.41) 1.02(0.65-1.60)
대졸 이상 0.88(0.59-1.32) 0.97(0.61-1.52)
잘 모름 0.71(0.47-1.07) 0.86(0.54-1.37)
비해당(안계심) 1.43(0.94-2.18) 1.30(0.80-2.12)
거주 형태
가족 1.0 1.0
친척집 2.00(1.37-2.92) 1.46(0.92-2.32)
자취(하숙, 기숙사) 1.15(0.77-1.71) 0.91(0.58-1.45)
보육시설 2.47(1.65-3.70) 1.95(1.19-3.19)

흡

연

관

련

요

인

가정 내 간접흡연
(최근 7일 이내)
없다 1.0
주 1일 0.86(0.71-1.04)

주 2일 0.90(0.73-1.11)

주 3일 1.11(0.89-1.39)
주 4일 1.25(0.93-1.67)

주 5일 0.93(0.64-1.35)
주 6일 1.35(0.86-2.13)

매일 1.60(1.32-1.95)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 30일 이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1.0

담배를사는것이불가능했다 3.61(2.96-4.41)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2.12(8.19-17.92)

조금만노력하면 살수있었다 25.68(18.24-36.14)

노력없어도쉽게살수있었다 29.90(20.32-43.99)
학교 금연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1.0

있다 0.96(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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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Ⅰ: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델 Ⅱ: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통제

모델 Ⅲ: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

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통제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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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0.86(0.76-0.99)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2.98(2.62-3.39)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96(1.52-2.54)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94(0.73-1.22)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0(0.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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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

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평생 흡연 경험이

4.31배(95% CI 4.06-4.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델 Ⅱ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3.87배(95% CI 3.62-4.14)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23배(95% CI

0.22-0.25), 고등학교 1학년 대비 고등학교 2학년 1.11배(95% CI 1.02-1.20),

고등학교 3학년 1.26배(95% CI 1.17-1.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3배(95% CI 1.04-1.23), 하위군 1.69배

(95% CI 1.57-1.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

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18배(95% CI

1.06-1.31), 20,000원-29,999원 1.61배(95% CI 1.44-1.80), 30,000원-49,999원

1.69배(95% CI 1.52-1.89), 50,000원 이상 2.16배(95% CI 1.95-2.39), 경제 상

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85배(95% CI 0.79-0.92), 하위군 1.03배(95% CI

0.94-1.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

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97배(95% CI 0.79-1.18), 대졸 이상 0.89배(95% CI

0.73-1.09), 잘 모름 0.79배(95% CI 0.64–0.99), 비해당(안계심) 1.05배(95%

CI 0.84-1.32),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81배(95% CI 0.66-

1.00), 대졸 이상 0.73배(95% CI 0.58-0.90), 잘 모름 0.73배(95% CI 0.58-

0.93), 비해당(안계심) 1.11배(95% CI 0.87-1.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1.56배(95%

CI 1.19-2.06), 자취(하숙, 기숙사) 0.96배(95% CI 0.85-1.10), 보육시설 1.84배

(95% CI 1.26-2.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델 Ⅲ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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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경험이 있을 때 평생 흡연 경험이 2.46배(95% CI 2.26-2.66)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27배(95% CI

0.25-0.29), 고등학교 1학년 대비 고등학교 2학년 1.09배(95% CI 0.99-1.19),

고등학교 3학년 1.18배(95% CI 1.07-1.29),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6

배(95% CI 1.06-1.28), 하위군 1.54배(95% CI 1.40-1.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17배(95% CI 1.04-1.32), 20,000원-29,999원 1.48배(95%

CI 1.30-1.68), 30,000원-49,999원 1.44배(95% CI 1.26-1.63), 50,000원 이상

1.58배(95% CI 1.41-1.78),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98배(95% CI

0.90-1.07), 하위군 1.16배(95% CI 1.03-1.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09배(95% CI

0.86-1.38), 대졸 이상 0.95배(95% CI 0.75-1.21), 잘 모름 0.91배(95% CI

0.70-1.19), 비해당(안계심) 0.96배(95% CI 0.72-1.27),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80배(95% CI 0.62-1.01), 대졸 이상 0.69배(95% CI 0.54-

0.89), 잘 모름 0.75배(95% CI 0.57-0.98), 비해당(안계심) 0.92배(95% CI 0.69

–1.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

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0.71배(95% CI 0.49-1.05), 자취(하숙, 기숙사) 0.91

배(95% CI 0.78-1.07), 보육시설 1.04배(95% CI 0.64-1.66)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관련 요인 중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대비 주 1일 0.82배(95% CI 0.71-0.95), 주 2일 1.05배(95% CI 0.91-

1.21), 주 3일 1.14배(95% CI 0.97-1.35), 주 4일 1.22배(95% CI 0.96-1.55), 주

5일 1.05배(95% CI 0.80-1.37), 주 6일 1.68배(95% CI 1.11-2.52), 매일 1.52배

(95% CI 1.31-1.77),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

를 사려고 한 적 이 없다 대비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3.59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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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3.07-4.20),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9.61배(95% CI 14.67-26.21), 조

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45.84배(95% CI 34.93-60.16),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31.10배(95% CI 24.99-38.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최근 12개월 이내 학교 금연교육 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1.06배(95%

CI 0.98–1.15), 최근 30일 이내 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89배

(95% CI 0.81-0.97),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없다 대비 있다

2.65배(95% CI 2.42-2.90),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대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

각했다 1.24배(95% CI 1.06-1.45),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

다 0.72배(95% CI 0.61-0.85),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

했다 0.33배(95% CI 0.29-0.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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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연구대상자의학교급(고등학교)에따른아르바이트경험과평생흡연경험과의관련성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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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12개월 이내)

없음 1.0 1.0 1.0
있음 4.31(4.06-4.58) 3.87(3.62-4.14) 2.46(2.26-2.66)

인

구

학

적

요

인

성별
남 1.0 1.0
여 0.23(0.22-0.25) 0.27(0.25-0.29)
학년
고1 1.0 1.0
고2 1.11(1.02-1.20) 1.09(0.99-1.19)
고3 1.26(1.17-1.37) 1.18(1.07-1.29)
학업성적
상 1.0 1.0
중 1.13(1.04-1.23) 1.16(1.06-1.28)
하 1.69(1.57-1.83) 1.54(1.40-1.68)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0 1.0

10,000원-19,999원 1.18(1.06-1.31) 1.17(1.04-1.32)

20,000원-29,999원 1.61(1.44-1.80) 1.48(1.30-1.68)

30,000원-49,999원 1.69(1.52-1.89) 1.44(1.26-1.63)

50,000원 이상 2.16(1.95-2.39) 1.58(1.41-1.78)

경제 상태

상 1.0 1.0

중 0.85(0.79-0.92) 0.98(0.90-1.07)

하 1.03(0.94-1.13) 1.16(1.03-1.29)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1.0 1.0

고졸 0.97(0.79-1.18) 1.09(0.86-1.38)

대졸 이상 0.89(0.73-1.09) 0.95(0.75-1.21)

잘 모름 0.79(0.64-0.99) 0.91(0.70-1.19)

비해당(안계심) 1.05(0.84-1.32) 0.96(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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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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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1.0 1.0
고졸 0.81(0.66-1.00) 0.80(0.62-1.01)
대졸 이상 0.73(0.58-0.90) 0.69(0.54-0.89)
잘 모름 0.73(0.58-0.93) 0.75(0.57-0.98)
비해당(안계심) 1.11(0.87-1.42) 0.92(0.69-1.23)
거주 형태
가족 1.0 1.0
친척집 1.56(1.19-2.06) 0.71(0.49-1.05)
자취(하숙, 기숙사) 0.96(0.85-1.10) 0.91(0.78-1.07)
보육시설 1.84(1.26-2.67) 1.04(0.64-1.66)

흡

연

관

련

요

인

가정 내 간접흡연
(최근 7일 이내)
없다 1.0
주 1일 0.82(0.71-0.95)

주 2일 1.05(0.91-1.21)

주 3일 1.14(0.97-1.35)
주 4일 1.22(0.96-1.55)

주 5일 1.05(0.80-1.37)
주 6일 1.68(1.11-2.52)

매일 1.52(1.31-1.77)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 30일 이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1.0

담배를사는것이불가능했다 3.59(3.07-4.20)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9.61(14.67-26.21)

조금만노력하면 살수있었다 45.84(34.93-60.16)

노력없어도쉽게살수있었다 31.10(24.99-38.72)
학교 금연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1.0

있다 1.06(0.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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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Ⅰ: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델 Ⅱ: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통제

모델 Ⅲ: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

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통제

요

인
구분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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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0.89(0.81-0.97)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2.65(2.42-2.90)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24(1.06-1.45)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72(0.61-0.85)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3(0.2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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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재 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현재 흡연이 5.27배(95% CI 5.00-5.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델 Ⅱ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현재 흡연이 3.15배(95% CI 2.97-3.34)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28배(95% CI 0.26-

0.29),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30배(95% CI 2.00-2.64), 중학교 3

학년 3.33배(95% CI 2.92-3.81), 고등학교 1학년 3.73배(95% CI 3.27-4.27), 고

등학교 2학년 4.06배(95% CI 3.56-4.64), 고등학교 3학년 4.57배(95% CI 4.01

-5.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2배(95% CI 1.05-1.20), 하위군 1.72배(95% CI 1.62-1.83)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36배(95% CI 1.26-1.47), 20,000원-29,999원 1.78배

(95% CI 1.63-1.94), 30,000원-49,999원 1.78배(95% CI 1.64-1.95), 50,000원

이상 2.25배(95% CI 2.08-2.44),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94배(95%

CI 0.89-1.00), 하위군 1.15배(95% CI 1.06-1.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93배(95% CI

0.79-1.10), 대졸 이상 0.85배(95% CI 0.72-1.01), 잘 모름 0.79배(95% CI 0.66

–0.95), 비해당(안계심) 1.03배(95% CI 0.85-1.25),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

하 대비 고졸 0.85배(95% CI 0.71-1.01), 대졸 이상 0.77배(95% CI 0.64-0.92),

잘 모름 0.72배(95% CI 0.59-0.87), 비해당(안계심) 1.12배(95% CI 0.91-1.3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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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비 친척집 1.42배(95% CI 1.14-1.77), 자취(하숙, 기숙사) 0.95배(95%

CI 0.84-1.08), 보육시설 1.64배(95% CI 1.26-2.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모델 Ⅲ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현재 흡연이 1.87배(95% CI 1.75-2.00)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34배(95% CI 0.32-

0.36),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08배(95% CI 1.80-2.40), 중학교 3

학년 2.88배(95% CI 2.51-3.30), 고등학교 1학년 3.07배(95% CI 2.68- 3.52),

고등학교 2학년 3.25배(95% CI 2.84-3.72), 고등학교 3학년 3.47배(95% CI

3.03-3.98),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1배(95% CI 1.04-1.20), 하위군

1.51배(95% CI 1.42-1.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31배

(95% CI 1.21-1.43), 20,000원-29,999원 1.57배(95% CI 1.44-1.73), 30,000원

-49,999원 1.50배(95% CI 1.37-1.65), 50,000원 이상 1.69배(95% CI 1.55-

1.84),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1.02배(95% CI 0.96-1.08), 하위군

1.20배(95% CI 1.10-1.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00배(95% CI 0.83-1.19), 대졸 이상

0.89배(95% CI 0.74-1.07), 잘 모름 0.87배(95% CI 0.71-1.06), 비해당(안계심)

0.97배(95% CI 0.79-1.20),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85배(95%

CI 0.70-1.03), 대졸 이상 0.78배(95% CI 0.64-0.95), 잘 모름 0.77배(95% CI

0.62-0.95), 비해당(안계심) 1.00배(95% CI 0.80–1.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0.95

배(95% CI 0.74-1.21), 자취(하숙, 기숙사) 0.91배(95% CI 0.80-1.04), 보육시

설 1.19배(95% CI 0.89-1.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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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요인 중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대비 주 1일 0.92배(95%

CI 0.83-1.02), 주 2일 1.05배(95% CI 0.95- 1.17), 주 3일 1.22배(95% CI

1.09-1.37), 주 4일 1.20배(95% CI 1.02-1.41), 주 5일 1.10배(95% CI 0.91-

1.32), 주 6일 1.48배(95% CI 1.14-1.92), 매일 1.37배(95% CI 1.23-1.52),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 이 없다

대비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2.67배(95% CI 2.37-3.01), 많이 노력하

면 살 수 있었다 3.97배(95% CI 3.35-4.70),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4.62배(95% CI 4.09-5.22),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3.94배(95% CI

3.51-4.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12개월 이내 학교 금

연교육 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95배(95% CI 0.89–1.01), 최근 30일 이내

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92배(95% CI 0.86-0.98),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없다 대비 있다 2.11배(95% CI 1.98-2.26), 담

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

다 대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30배(95% CI 1.16-

1.46),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99배(95% CI 0.88-

1.11),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43배(95% CI 0.39

-0.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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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재 흡연과의 관련성

요

인
구분

현재 흡연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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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12개월 이내)
없음 1.0 1.0 1.0
있음 5.27(5.00-5.56) 3.15(2.97-3.34) 1.87(1.75-2.00)

인

구

학

적

요

인

성별
남 1.0 1.0
여 0.28(0.26-0.29) 0.34(0.32-0.36)
학년
중1 1.0 1.0
중2 2.30(2.00-2.64) 2.08(1.80-2.40)
중3 3.33(2.92-3.81) 2.88(2.51-3.30)
고1 3.73(3.27-4.27) 3.07(2.68-3.52)
고2 4.06(3.56-4.64) 3.25(2.84-3.72)
고3 4.57(4.01-5.22) 3.47(3.03-3.98)
학업성적
상 1.0 1.0
중 1.12(1.05-1.20) 1.11(1.04-1.20)
하 1.72(1.62-1.83) 1.51(1.42-1.62)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0 1.0
10,000원-19,999원 1.36(1.26-1.47) 1.31(1.21-1.43)
20,000원-29,999원 1.78(1.63-1.94) 1.57(1.44-1.73)
30,000원-49,999원 1.78(1.64-1.95) 1.50(1.37-1.65)
50,000원 이상 2.25(2.08-2.44) 1.69(1.55-1.84)
경제 상태
상 1.0 1.0
중 0.94(0.89-1.00) 1.02(0.96-1.08)
하 1.15(1.06-1.24) 1.20(1.10-1.30)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1.0 1.0
고졸 0.93(0.79-1.10) 1.00(0.83-1.19)
대졸 이상 0.85(0.72-1.01) 0.89(0.74-1.07)
잘 모름 0.79(0.66-0.95) 0.87(0.71-1.06)
비해당(안계심) 1.03(0.85-1.25) 0.97(0.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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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현재 흡연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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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1.0 1.0
고졸 0.85(0.71-1.01) 0.85(0.70-1.03)
대졸 이상 0.77(0.64-0.92) 0.78(0.64-0.95)
잘 모름 0.72(0.59-0.87) 0.77(0.62-0.95)
비해당(안계심) 1.12(0.91-1.38) 1.00(0.80-1.24)
거주 형태
가족 1.0 1.0
친척집 1.42(1.14-1.77) 0.95(0.74-1.21)
자취(하숙, 기숙사) 0.95(0.84-1.08) 0.91(0.80-1.04)
보육시설 1.64(1.26-2.14) 1.19(0.89-1.59)

흡

연

관

련

요

인

가정 내 간접흡연
(최근 7일 이내)
없다 1.0
주 1일 0.92(0.83-1.02)

주 2일 1.05(0.95-1.17)

주 3일 1.22(1.09-1.37)
주 4일 1.20(1.02-1.41)

주 5일 1.10(0.91-1.32)
주 6일 1.48(1.14-1.92)

매일 1.37(1.23-1.52)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 30일 이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1.0

담배를사는것이불가능했다 2.67(2.37-3.01)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3.97(3.35-4.70)

조금만노력하면 살수있었다 4.62(4.09-5.22)

노력없어도쉽게살수있었다 3.94(3.51-4.43)
학교 금연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1.0

있다 0.95(0.89-1.01)



- 84 -

모델 Ⅰ: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델 Ⅱ: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통제

모델 Ⅲ: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

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통제

요

인
구분

현재 흡연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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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0.92(0.86-0.98)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2.11(1.98-2.26)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1.30(1.16-1.46)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99(0.88-1.11)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43(0.3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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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Ⅰ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이 6.58배(95% CI 6.17-7.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델 Ⅱ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이 4.15배(95% CI 3.85-4.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20배

(95% CI 0.18-0.21),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2.07배(95% CI

21.68-2.55), 중학교 3학년 3.08배(95% CI 2.53-3.76), 고등학교 1학년 3.94배

(95% CI 3.25-4.78), 고등학교 2학년 4.24배(95% CI 3.50-5.13), 고등학교 3학

년 4.59배(95% CI 3.79-5.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성

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09배(95% CI 1.00-1.20), 하위군 1.67배(95% CI

1.54-1.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

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19,999원 1.27배(95% CI 1.13-

1.42), 20,000원-29,999원 1.72배(95% CI 1.52-1.94), 30,000원-49,999원 2.00배

(95% CI 1.78-2.25), 50,000원 이상 2.70배(95% CI 2.42-3.00), 경제 상태는 상

위군 대비 중위군 0.78배(95% CI 0.72-0.84), 하위군 0.96배(95% CI 0.87-

1.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

졸 이하 대비 고졸 0.82배(95% CI 0.67-1.02), 대졸 이상 0.81배(95% CI 0.65

-1.01), 잘 모름 0.68배(95% CI 0.54–0.87), 비해당(안계심) 0.94배(95% CI

0.74-1.20),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00배(95% CI 0.78-1.29),

대졸 이상 0.95배(95% CI 0.74-1.22), 잘 모름 0.89배(95% CI 0.68-1.17), 비해

당(안계심) 1.42배(95% CI 1.08-1.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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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집 2.55배(95% CI 2.00-

3.26), 자취(하숙, 기숙사) 0.98배(95% CI 0.84-1.15), 보육시설 3.33배(95% CI

2.47-4.5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델 Ⅲ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 때 대비 아르바

이트 경험이 있을 때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이 2.25배(95% CI 2.06-2.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구학적 요인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 0.23배

(95% CI 0.21-0.25), 중학교 1학년 대비 중학교 2학년 1.74배(95% CI 1.40-

2.16), 중학교 3학년 2.42배(95% CI 1.97-2.97), 고등학교 1학년 3.04배(95%

CI 2.48-3.71), 고등학교 2학년 3.11배(95% CI 2.54-3.79), 고등학교 3학년

3.12배(95% CI 2.55-3.82), 학업성적 상위군 대비 중위군 1.10배(95% CI 0.99

-1.22), 하위군 1.45배(95% CI 1.32-1.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일주일 평균 용돈은 0원-9,999원 대비 10,000원-

19,999원 1.22배(95% CI 1.08-1.38), 20,000원-29,999원 1.46배(95% CI 1.28-

1.68), 30,000원-49,999원 1.60배(95% CI 1.40-1.83), 50,000원 이상 1.82배(95%

CI 1.61-2.06), 경제 상태는 상위군 대비 중위군 0.86배(95% CI 0.79-0.94), 하

위군 0.99배(95% CI 0.88-1.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0.87배(95% CI 0.68-1.11), 대졸

이상 0.85배(95% CI 0.66-1.09), 잘 모름 0.75배(95% CI 0.57-0.99), 비해당(안

계심) 0.83배(95% CI 0.62-1.10),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대비 고졸 1.06

배(95% CI 0.79-1.41), 대졸 이상 1.01배(95% CI 0.75-1.35), 잘 모름 1.04배

(95% CI 0.76-1.41), 비해당(안계심) 1.20배(95% CI 0.87–1.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비 친척

집 1.61배(95% CI 1.19-2.18), 자취(하숙, 기숙사) 0.92배(95% CI 0.77-1.11),

보육시설 2.47배(95% CI 1.73-3.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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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관련 요인 중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은 없다 대비 주 1일 1.19

배(95% CI 1.04-1.38), 주 2일 1.31배(95% CI 1.13- 1.51), 주 3일 1.41배(95%

CI 1.20-1.64), 주 4일 1.31배(95% CI 1.05-1.63), 주 5일 1.55배(95% CI 1.22-

1.97), 주 6일 2.00배(95% CI 1.43-2.80), 매일 1.84배(95% CI 1.60-2.12),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 이 없다

대비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 했다 3.07배(95% CI 2.64-3.57), 많이 노력하

면 살 수 있었다 8.29배(95% CI 6.83-10.05),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0.77배(95% CI 9.35-12.41), 노력 없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14.29배(95% CI

12.43-16.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12개월 이내 학교

금연교육 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1.06배(95% CI 0.97–1.16), 최근 30일 이내

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없다 대비 있다 0.94배(95% CI 0.85-1.04), 최근 30일

이내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는 없다 대비 있다 2.60배(95% CI 2.36-2.87), 담

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

다 대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0.92배(95% CI 0.79-

1.06),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59배(95% CI 0.51-

0.69),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1배(95% CI 0.27

-0.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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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

요

인
구분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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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12개월 이내)
없음 1.0 1.0 1.0
있음 6.58(6.17-7.03) 4.15(3.85-4.47) 2.25(2.06-2.46)

인

구

학

적

요

인

성별
남 1.0 1.0
여 0.20(0.18-0.21) 0.23(0.21-0.25)
학년
중1 1.0 1.0
중2 2.07(1.68-2.55) 1.74(1.40-2.16)
중3 3.08(2.53-3.76) 2.42(1.97-2.97)
고1 3.94(3.25-4.78) 3.04(2.48-3.71)
고2 4.24(3.50-5.13) 3.11(2.54-3.79)
고3 4.59(3.79-5.56) 3.12(2.55-3.82)
학업성적
상 1.0 1.0
중 1.09(1.00-1.20) 1.10(0.99-1.22)
하 1.67(1.54-1.82) 1.45(1.32-1.59)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일주일 평균 용돈
0원-9,999원 1.0 1.0
10,000원-19,999원 1.27(1.13-1.42) 1.22(1.08-1.38)
20,000원-29,999원 1.72(1.52-1.94) 1.46(1.28-1.68)
30,000원-49,999원 2.00(1.78-2.25) 1.60(1.40-1.83)
50,000원 이상 2.70(2.42-3.00) 1.82(1.61-2.06)
경제 상태
상 1.0 1.0
중 0.78(0.72-0.84) 0.86(0.79-0.94)
하 0.96(0.87-1.06) 0.99(0.88-1.11)
부모 학력(부)
중졸 이하 1.0 1.0
고졸 0.82(0.67-1.02) 0.87(0.68-1.11)
대졸 이상 0.81(0.65-1.01) 0.85(0.66-1.09)
잘 모름 0.68(0.54-0.87) 0.75(0.57-0.99)
비해당(안계심) 0.94(0.74-1.20) 0.83(0.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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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구분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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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학력(모)
중졸 이하 1.0 1.0
고졸 1.00(0.78-1.29) 1.06(0.79-1.41)
대졸 이상 0.95(0.74-1.22) 1.01(0.75-1.35)
잘 모름 0.89(0.68-1.17) 1.04(0.76-1.41)
비해당(안계심) 1.42(1.08-1.87) 1.20(0.87-1.65)
거주 형태
가족 1.0 1.0
친척집 2.55(2.00-3.26) 1.61(1.19-2.18)
자취(하숙, 기숙사) 0.98(0.84-1.15) 0.92(0.77-1.11)
보육시설 3.33(2.47-4.50) 2.47(1.73-3.52)

흡

연

관

련

요

인

가정 내 간접흡연
(최근 7일 이내)
없다 1.0
주 1일 1.19(1.04-1.38)

주 2일 1.31(1.13-1.51)

주 3일 1.41(1.20-1.64)
주 4일 1.31(1.05-1.63)

주 5일 1.55(1.22-1.97)
주 6일 2.00(1.43-2.80)

매일 1.84(1.60-2.12)
담배구매 용이성
(최근 30일 이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1.0

담배를사는것이불가능했다 3.07(2.64-3.57)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8.29(6.83-10.05)

조금만노력하면 살수있었다 10.77(9.35-12.41)

노력없어도쉽게살수있었다 14.29(12.43-16.43)
학교 금연교육 경험
(최근 12개월 이내)
없다 1.0

있다 1.06(0.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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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Ⅰ: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모델 Ⅱ: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통제

모델 Ⅲ: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일주일 평균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형태),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

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통제

요

인
구분

전자담배 평생 흡연 경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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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노출경험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0.94(0.85-1.04)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최근 30일 이내)

없다 1.0

있다 2.60(2.36-2.87)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0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0.92(0.79-1.06)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많이 생각했다

0.59(0.51-0.69)

담배를피워서는안되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다

0.31(0.2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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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제 13차(2017)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흡연과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평생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은 13.09%(8,150명)였으며, 이 중 현재

흡연자는 46.25%(3,769명)였고, 현재 흡연자 중 매일 흡연자는 45.74%(1,724

명)였다. 비흡연군, 과거흡연군, 현재흡연군에서 성별, 학년, 학교급, 학업성적,

아르바이트 경험(최근 12개월 이내), 일주일 평균 용돈, 경제 상태, 부모학력,

거주 형태, 가정 내 간접흡연(최근 7일 이내)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

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생 흡연 경험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흡연,

음주 등의 경험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많고, 아르바이트

의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음주율이 더 높게 나타난 조금주(2011)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하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에 비해

중, 하인 학생이 평생 흡연 경험 오즈비의 증가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

였다(안은성, 2008; 김환희, 2018).

일주일 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평생 흡연 경험 오즈비가 증가하는 것은 나

승일(2012)과 이정렬 등(2004)의 연구에서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과 유사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

게 되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청소년 집단에서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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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Kuntsche et al., 2004)는 점과 용돈이 많을수록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흡연에 영향을 준 것(양경희 등, 2005)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청소년에게 적절한 용돈지급 및 용돈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흡연

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학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평생 흡연 경

험이 낮게 나왔으며, 이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서 청소년의 흡연행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은영(2012)의 연구결과인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일반담배의 흡연율이 낮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친척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경우보다 평생 흡

연 경험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흡연양과 음

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백주희(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에 반

해 자취(하숙, 기숙사)에 사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평생 흡연 경

험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숙사의 경우 생활수칙이나 벌칙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7일 이내 가정 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날짜가 증가할수록 평생 흡연

경험 오즈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은 환경적 영향을 받는

데 주변에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의 가능성 또는 금연이 어렵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황혜숙, 2000;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10).

최근 30일 이내 담배구매 용이성은 담배를 구하기가 쉬울수록 평생 흡연

경험 오즈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 구입이 어려운 경우 금

연시도 경험이 많았다는 연구결과(이국화, 2015)를 고려할 때 편의점이나 소

매상들에 대한 교육 및 담배 판매 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흡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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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연의지가 높아지는 경우 평생 흡연 경험 오즈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금연홍보의 인지가 있는 경우 남녀 모두에서 금연시도경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국화(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TV, 라

디오, 인터넷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홍보를 시행하고 지

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파악이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

둘째,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로서 대상자들의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셋째,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주어진 2차 자료로서 이미

주어진 설문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

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서 금연교육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금

연정책 및 흡연자의 금연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청소년 흡연

관련 요인 규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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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흡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줄여 건강을 예방 및 향상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2017년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

62,276명(남학생 31,624명, 여학생 30,652명)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교급, 학업성적)과 사회경제적 요인(아르바이

트 경험여부, 일주일 평균 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 형태, 가정 내

간접흡연)에서 그룹들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요인

(일주일 평균 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 형태) 및 흡연관련 요인(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 용이성, 학교 금연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경험, 담뱃

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르바이

트 경험과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흡연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제도적, 법적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위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금연을 위한 홍보 활

동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색과 더불어 금연교육 프로그램 및 평

가도구 개발, 효과성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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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job and Smoking

among Adolescents

: Based on the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from 2017

KYOUNG-MI KU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HEALTH PROMOTION & EDUCATION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 M.D., M.P.H., Ph.D.)

Background and Purpose: Smoking is one of the typical deviation act

that leads adolescents to deviate. Pas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allowance for the adolescents, the higher the prevalence of smoking

among adolescent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adolescents will work

part time to smoking and use it as allowance. The participation if

part-time work for adolescents in Korea is on a trend to become more

common. As times change, the type and purpose of part-time jobs are

changing. Therefore, we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job

and smoking. we provide basic data that to decrease the prevalence of

smoking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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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is study is the second analysis using the data of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KYRBS)' and a

total of 62,276(male n=31,624, female n=30,652) students were analyzed.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factors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investigated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job and smoking. we used a survey procedure in the SAS 9.4

program, we analyzed the frequency, X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Of the total subjects(n=62,276), 13.09%(n=8,150) of had experience

of smoking. Current smokers were 46.25%(n=3,769). Of the current smokers,

45.74%(n=1,724) were daily smokers.

Sex, grade, school level, academic performance, part-time work experience

(Within the last 12 months), average of weekly allowance, economic

status, parental education, residence type, and passive smoking at

home(within the last 7 day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non-smokers, former smokers, current smokers.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graphic factors(sex, grade, academic

performance), socioeconomic factors(average of weekly allowance, economic

status, parental education, residence type), smoking related factors(passive

smoking at home, purchase convenience, smoking cessation education,

experience of cigarette advertising exposure, recognition of cigarette pack

warning picture, quit smoking of cigarette pack warning picture) wa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job and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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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important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prevention and smoking cessation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time job and smoking using

large-cale data for Korean adolescents. Studies should be continued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prevent smoking cessation by institutional

and legal devices for cigarette smoking. In addition, specific methods

should be explored to diversify public relations activities for prohibition of

smoking, an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a

smoking cessation education program and evaluation tools and evaluation

of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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