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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제 14차(2018)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한 이 논

문을 작성을 위해 석사 학업의 시간과 함께 교차하며 흘러 2021년 여름의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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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폭넓은 견문(見聞)과 학식을 갖춘 ‘이신우’ 로서 자

부심을 갖고 ‘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요인 분석’ 논문 작성을 완성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속은 인생의 ‘행복’ 그 자체이고, 역학 건강증진학

과 건강증진교육 전공의 학문은 늘 새로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포부와 힘을 길

러준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는 항상 함께이신 매우 존경하는 교수님

존명(尊名) “지선하, 김희진 비롯 이지영” 따듯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주시

고, 이끌어 주시고, 부모님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세의 보건학 교

수님들의 높은 학식 및 온화한 인격과 따듯함을 사랑합니다.

늦은 학업의 길에 응원 해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격려 되주신 사랑

하는 우리가족 감사하고, 필요할 때 주변에 도움을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보건

학 석사학위 논문의 집합체인 위의 하나하나 모든 한 개체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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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교육전공

이   신   우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8년, 2019년 전국 14세이상 에서 19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

하여 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

법은 제 14차(2018년), 15차(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1차 분석 자료를

도합하여 2차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교 유형별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수 100% (N=117,343)에서 남학생 51.39% (N=60,304)가 여학생 48.61%

(N=57,039) 보다 많았다.

2) 연구 대상자의 성별 음주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

은 남 43.57% (N=26,275), 여 36.22 % (N=20,662)로 평생 음주 경험은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음주의 최근 30일 만취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

2.51% (N=1,513)가 여 2.24% (N=1,280) 이었다. 최근 30일 동안 술을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는 학생은 남 3.34% (N=2,016)이고, 여 1.94%

(N=1,109)이었다. 성별에 따른 음주 특성의 차이는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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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성별 흡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은 남 18.48% (N= 11,145), 여 7.84% (N=4,471) 이었다. 전자담배 평생 경

험이 있는 학생은 남 11.02% (N= 6,646), 여 3.08% (N=1,755) 이었다. 평

생 흡연 경험과 전자담배 사용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는 학생은 남 3.10%

(N=1,871)이고, 여 1.10% (N=628) 이었다. 성별에 따른 흡연 특성의 차이

는 유의했다.

4)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각 요인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와의 관련성

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의 성별 사용률이 남 2.11% (N=649), 여 0.86%

(N=249) 이었다. 학년별 사용률은 중1 0.39% (N=77), 중2 1.53% (N=302),

중3 2.56% (N=519)로 증가 하였다. 2018년도 사용률은 0.93% (N=282),

2019년 2.10% (N=616)로 2019년의 사용률이 증가 하였다. 경제상태가 하에

서 6.47% (N=62) 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많았다.

5)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각 요인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와의 관련

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의 성별 사용률이 남 8.98% (N=2,655), 여

2.44% (N=688) 이었다. 학년별 사용률은 고1 4.52% (N=838), 고2 5.72%

(N=1,091), 고3 7.03% (N=1,414)로 증가하였다. 2018년 사용률은 4.31%

(N=1,286), 2019년 7.37% (N=2,057)로 2019년의 사용률이 증가 하였다. 경

제상태가 하에서 11.10% (N=198)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많았다.

6) 중, 고등학생의 전체 대상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 학년이 증가 할수록,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비음주 대비 최

근 30일 이내의 만취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평생 흡연 경험이 있

는 경우, 전자담배 평생 경험이 있는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에서, 경제

상태가 상층과 하층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이 높았고, 남성 대비 여

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 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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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저학년에서 고학년

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018년 증가율은

0.08%(중1)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14%(고3)로 높아졌고, 2019년 증가율

은 0.37%(중1)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3.56%(고2)로 높았다가 3.19%(고3)

로 고2 때보다 0.37% 다소 낮았다. 남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유병률

을 조사한 결과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증가율은 0.04%(중1) 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8.95%(고3)

로 높아졌고, 2019년의 증가율은 0.07%(중1)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13.75%(고3)로 높아졌다.

청소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요인들을 분석 파악함과 동시에 이번

결과로부터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결

정하는 지표로 향후 성인기의 흡연여부와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질

병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시급할 것이다.

본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성인기의 흡연여부와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

에 대한 예방 노력과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 음주, 흡연, 건강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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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흡연뿐만 아니라 성행위, 학교폭력, 가출 등 다

른 비행행위와 동반한다. 청소년기의 흡연이 성인기의 행동으로 이어지며 음주,

학업 문제, 폭력과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도 상관된다(Cho, Eom, & Jeon,

2012; Park & Yim, 2018). 흡연은 인체 건강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에 파급되는 효력이 있다. 청소년기는 life cycle 을

통해 신체적 성장, 이차 성징의 발현, 성적 발달 등의 신체・생리적 성숙과 정서
적, 인지적인 변동이 일어난다. 한 개인의 사회적인 환경 노출에 민감하고 급격

하게 일어나는 위험 감수 증가와 창조성을 갖춰가는 행동을 수시로 변형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기의 행동이 유아기부터 학습되어 고착되기 이전

까지 과도기며 미성숙한 자아의식의 저변에 전제가 가족 간 갈등이나 부모의 통

제 혹은 학교성적과 연애 관계 또는 또래간의 압력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재정적 압력 등이 기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이어지는 비행행위에 극취약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1년 12.1%, 2013년 9.7%, 2014년 9.2%, 2015년에는

7.8%, 2016년에는 6.3%, 2017년 6.4%, 2018년 6.7%이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8).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 시작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2015년 13.6세로 0.5

세 감소했다. 청소년의 흡연 시작으로 인한 습관이 성인기에 시작보다 흡연 시

작 연령이 낮을 때 건강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흡연 요인들이

성인기로 성장 하면서 인지와 감정을 통제하는 뇌 기전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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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시작할 때 니코틴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여 금연 감소 가능성이 증가한

다. 청소년의 뇌는 신경전달의 발달회로가 나약하고 흡연시 시상하부에서 뇌하

수체 부신 축에서의 반응도가 높아지며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 성인에 비해 특히

민감하다.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데 쉽게 흡전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만

성폐쇄성 폐질환,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과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폐 기능 저하가 도래하게 되는 등 질병으로 이환률이 커진다. 20세 이전에 흡연

을 시작하는 사람은 20세 이후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이 12.7

배 높고, 조기 사망의 위험도가 6배 이상 높다(Gefeller O, 1994; DiFranza et 

al., 2000; Lee et al., 2010). 

2012년 미국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성인 매일 흡연자의 88%가 18세인 청소

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였고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흡연시작 연령이 20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19세 이하인 경우 흡연습관은 흡연 행동으로 강화되어 금연 실천이 1.49배

어렵다. 더욱이 청소년 시기에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과 질병들은 잠재적

으로 내제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청소년 스스로 금연 실천이 쉽지 않다.

최근 금연에 관한 정책과 인식이 조정됨에 따라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금연이

라는 목적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니코틴 중독 관문 피해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대체물에 더하여 담배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 산업과 인식 또는 경험에 따른 신종 사용 제품이 청소년에서

증가했다. 이 마케팅이 보급되는 것은 heated tobacco products, HTP 가 담배

연소로 인한 유해한 제품이 아니라는 인식에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 이래 지난 10년간 흡연 패턴을 보

면 최근 등장한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

담배의 공급은 광고, 홍보, 마케팅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

다. 제품 사용에 대한 관심은 모양이 예쁘고 간편하며 최첨단의 사양을 갖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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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또 냄새가 덜 나며 니코틴 사용량이 적고 유해 물질의 감소 장치로

안전하다는 믿음의 정신적 가학이 작용한다. 청소년의 구매 호기심이 새로운 제

품에 쉽게 노출되어 접시되는 사회, 환경 적응력에 따른 행동 변화의 자유의지

증강으로 인함이다. 그때 얻는 자신감이나 기쁨 성취의 욕구 만족으로 신종 담

배 제품을 흡입할 때 니코틴 뿐만 아니라 유해한 화학물질들을 함께 배출하게

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성인 중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는 비율

은 9.3%에서 12.4%로 증가했고, 최소 1회 이상 사용한 성인은 1.4%에서 2.2%로

증가 했으며,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0.5%에서 1.1%

로 증가했다. 홍콩 성인 중 11.3%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알고 있고, 1.0%는 궐련

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캐나다, 영국, 미국 청소년의 궐련형 전자

담배에 대한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시도에

대한 관심, 아이코스 흡연에 대해 현재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 일반담배가

19.3%, 궐련형 전자담배는 29.1% 로 높은 민감성이 있어 8명중 1명이 궐련형 전

자담배를 인지하였고, 3.3%가 실사용자이며, Czoli(2020)에 의하면 궐련형 전자

담배의 인지율(7%)과 시도에 대한 관심(38.6%)은 급격하게 확산 되어서 현재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 비해 2017에 유의하게 청소년에서 급격히 증가했으며(Nyman et

al.., 2018), 국내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의 도입 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은 빠

른속도로 파급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들 사이

에 확대되었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9).

실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한 궐련형 전자담배 실태를 살펴보면 성인

남성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 4.5%(중앙값), 2019년 6.7%(중앙값)로

같은 해 남성의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에 비해 낮으나, 감소하는 일반담배 흡연

율과는 달리 상반되는 증가 추세가 있었다(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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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사용 실태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은 2013년 7.5%, 2014년 9.1%, 2015년 10.1% 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고, 2018

년 2.9%에서 2019년 4.9%로 증가해 남학생이 4.4% 에서 7.5%로, 여학생이 1.2%

에서 2.2%로 증가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2005년 5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의 담배규제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담배 시장 동향에서

2019년도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9억갑으로 전년 동기 1.6억갑 대

비 24.2% 증가했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MOEF], 2019). 2022년

한국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약 52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8; 권은주, 

2020), 청소년의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통계자료에서

는 전자담배 흡연경험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분석한 폐손상과의 연관

성검토(질병관리본부)를 하고 있다. 신종담배의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

FTCT 조항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

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특정 독성물질 (니코틴,타르,에어로졸 등) 이 궐련형 전

자담배에서 검출되며 장기적으로 사용시 건강상 손실을 실제로 줄여주는 금연

에 도움이 되는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중재나 대응 또한 필요하

다.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시도 대체로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

는 청소년이 금연 성공 확률이 낮고, 다중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다(조

홍준, 2019). 따라서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제 14차, 2019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제 15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건강상의 악영향을 주는 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실증적 발견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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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제 14차, 제 15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관련 요인들을 평가하고 청소년 건강

행태에 적절한 중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연구 대상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여부별 음주 특성을 분석 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여부별 흡연 특성을 분석 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을 파악 하

였다.

4)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 관련 요인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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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증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도입된 이래 사용이 급

격히 증가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지와 시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

되어 현재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유의하게 청소

년에서 급격히 증가했다(Czoli et al., 2020; Nyman et al., 2018).

2.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 악영향

청소년의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통계자료에서 전자

담배 흡연경험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분석한 폐손상과의 연관성검토

(질병관리본부)를 하고 있다. 신종담배의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 FTCT 조

항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이 확

증 되지 않은 특정 독성물질(니코틴, 타르, 에어로졸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며 장기적으로 사용시 건강상 손실을 실제로 줄여주는 금연에 도움이 되

는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중재나 대응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흡

연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시도 대체로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금연 성공 확률이 낮고, 다중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다(조홍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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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연구모형(틀)

제 14차 및 제 15차 조사를 수행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가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로 명칭을 개정해 우리나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연

구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제 14차(2018년), 15차(2019

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자료를 합하여 활용하였다.

독립변수
흡연 특성

학교 형태
학년, 성

평생음주경험
만취경험

평생흡연경험
전자담배평생경험

경제상태

종속변수
궐련형전자담배사용

(가열 담배)

<그림 1> 연구모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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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대상

분석 대상자 전체수는 117,343명 이었다. 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 중에서 2018

년과 2019년을 합하여 중ㆍ고등학교 남학생 60,304명, 여학생 57,039 명 이었다.

800개 표본학교의 중1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17만명이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설문 문항에 익명성 자기 기입식 온라인 참여로 1인 1배정 무

작위 조사,수집 자료를 2차 분석을 하였다. 2018년 2019년 전국 중ㆍ고등학교 자

료사용 표본 추출 과정은 표본오차를 최소화한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 계고)을 층화 변수로 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고 지

역군은 17개(2015년부터 세종시 포함) 시,도 내의 시군구를 대도시와 중ㆍ소도

시와 군지역으로 분류 한 후 지리적 접근성, 학교수 및 인구수, 생활환경, 흡연

율, 음주율 등을 고려해 39개로 분류하였다. 표본 배분 단계에서 표본 크기를 중

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분류 후 17개 시도 별로 중ㆍ고등학교 각각

5개씩 비례 배분법을 이용 하였다. 표본 추출은 층화 집락 추출법을 사용, 표본

학교는 층화집락추출법과 영구난수추출법으로 선정했다.

3.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018년도·2019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의 온라인 자

기기입식 설문 문항으로는 학교 형태, 학년, 성, 조사년도, 평생음주경험, 만취경

험(최근30일), 평생흡연경험, 전자담배경험, 경제상태(‘상’,‘상중’,‘중’,‘중하’,‘하’),

종속변수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사용) 이다. 독립변수로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인 성별, 학년에 대한 응답은 ‘중1’,‘중2’,‘중3’,‘고1’,‘고2’,‘고3’으로 중학교와 고등학

교로 분류 되었다. 경제상태 변수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설문

에 ‘상’,‘상중’,‘중’,‘중하’,‘하’로 분류 하였다. Reference 비교군은 조사 응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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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하여 중산층으로 정하였다. 흡연 및 음주 관련 요인

으로 평생 음주 경험의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에 ‘없

다’‘있다’로 분류했다. 음주 에서는 최근 30일 만취경험이 ‘비음주’‘없다’‘있다’로

분류했다. 최근 30일 동안 음주구매 용이성 항목에서 (최근 30일 동안)‘술을 사

려고 한 적이 없다’‘술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많이 노력하면 살수 있었다’‘조금

만 노력하면 살수 있었다’‘노력 없이도 쉽게 살수 있었다’로 분류하였다.

평생 흡연여부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에 ‘없다’‘있다’로 분류했다. 전자담배 평생 경험에서는“지금까지 전자

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에 ‘없다’‘있다’로 분류하였다. 최근 30일 동안 담

배구매 용이성 항목은 (최근 30일 동안)‘담배를 사려고 한적이 없다’‘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로 분류했다.

4.분석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SAS9.4 통계분석 프로그램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한

다. 청소년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는 빈도, 백분율로 제시

되었다. 각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

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남,녀 차이를 Chi-square 단변량 분석을 수행해 알아

봤다.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을 수행했다. 오즈비, 95% 신뢰 구간(CI)도 계산 되

었다.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의 관련 요인들의 연관성을 남,녀 합

과 남,녀 분할을 하여 관련을 확인했다. 중ㆍ고등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을

비교해 보기 위해 성별 하위그룹 분석을 진행했다.

남,녀(성별)와 조사년도 2018, 2019(년도), 중ㆍ고등학생 1, 2, 3 (Grade), 경제



- 10 -

상태를 상 (월 401만원 이상), 중상 (월 301-400만원), 중 (월 201-300만원), 중하

(월 101-200만원), 하 (월 100만원 이하) 로 분류하여 변수를 선정하여 단변량

분석을 하였고, 평생음주경험, 만취경험(최근 30일 이내), 평생흡연경험, 전자담

배 평생경험의 교란변수를 추가해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조

정된 변수에는 학년, 성별, 평생음주경험, 만취경험(최근 30일), 평생흡연경험,

전자담배 평생경험, 연도, 경제상태로 모든 통계 분석은 SAS 9.4 를 사용하여

진행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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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교 유형별 일반적 특성

성별 특성은 ‘남자’ ‘여자’ 로 분류한 2018년, 2019년 조사한 청소년 전체 대상

자 100%(N=117,343) 학생 중 2018년 남 50.52%(N=30,463), 여 51.85%

(N=29,577)이었고, 2019년 남 49.48% (N=29,841), 여 48.15% (N=27,462) 이었다.

학교 유형별 특성은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류한 남학생 중 1 32.82%

(N=10,086), 중2 33.12% (N=10,176), 중3 34.06% (N=10,467) 이었고, 여학생 중1

32.89% (N=9,499), 중2 33.17% (N=9,581), 중3 33.94% (N=9,804) 이었다. 전체

남학생 고1 32.42% (N=9,587), 고2 33.04% (N=9,772), 고3 35.54% (N=10,216) 이

었고, 여학생 고1 31.77% (N=8,946), 고2 33.07% (N=9,311), 고3 35.16%

(N=9,898)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조사년도에 따른 남,녀 성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중·고등학생에서의 학년에 따른 성별에 차이가 없었고

남학생과 여학생 비등하게 분포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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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 유병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

생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고3의 여학생에서 고2 때보다 0.37% 다

소 감소했다<그림 2>.

구분
남학생 여학생

p -value
빈도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조사년도

2018 30,463 (50.52%) 29,577 (51.85%)

<.00012019 29,841 (49.48%) 27,462 (48.15%)

전체 60,304 (100%) 57,039 (100%)

중학생

1학년 10,086 (32.82%) 9,499 (32.89%)

0.9535
2학년 10,176 (33.12%) 9,581 (33.17%)

3학년 10,467 (34.06%) 9,804 (33.94%)

전체 30,729 (100%) 28,884 (100%)

고등학생

1학년 9,587 (32.42%) 8,946 (31.77%)

0.1819
2학년 9,772 (33.04%) 9,311 (33.07%)

3학년 10,216 (35.54%) 9,898 (35.16%)

전체 29,575 (100%) 28,155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 유형별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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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여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유병률

2018년, 2019년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 유병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

생에서 증가하는 추세였고,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

(%)

<그림 3> 남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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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성별 음주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 음주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남,녀 대상자 중 평생음주 경

험이 있는 학생은 남 43.57% (N=26,275), 여 36.22 % (N=20,662)이었고, 평생음

주 경험이 없는 학생은 남 56.43% (N=34,029), 여 63.78% (N=36,377)로 평생음

주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음주 여부에 따라 비음주의 학생은 남 83.14% (N=50,134), 여 86.16%

(N=49,142) 이었고, 음주 하는 최근 30일 만취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 2.51% (N=

1,513), 여 2.24% (N= 1,280)이었고, 최근 30일 만취경험이 없는 학생은 남

14.36% (N=8,657), 여 11.60% (N=6,617) 이었다.

최근 30일 동안 주류구매 용이성에서 남 89.69% (N=54,086), 여 92.32% (N=52,661)

는 술을 사려고 한 적이 없었고, 남 3.13% (N=1,885), 여 2.26% (N=1,289)는 술

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남 1.16% (N=702), 여 0.88% (N=500)는 많이 노력

하면 살 수 있었다. 술을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는 학생은 남 3.34%

(N=2,016)이고, 여 1.94% (N=1,109)이었다. 남 2.68% (N=1,615), 여 2.59 %

(N=1,480)는 술을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음주 특성의 차이

는 유의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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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성별 음주특성

구분

남학생 여학생 P-value

빈도(명)백분율(%) 빈도(명)백분율(%)

평생
음주경험

없다 34,029 (56.43%) 36,377 (63.78%)

<.0001있다 26,275 (43.57%) 20,662 (36.22%)

전체 60,304 (100%) 57,039 (100%)

만취경험
(최근30일)

비음주 50,134 (83.14%) 49,142 (86.16%)

<.0001

없다 8,657 (14.36%) 6,617 (11.60%)

있다 1,513 (2.51%) 1,280 (2.24%)

전체 60,304 (100%) 57,039 (100%)

최근30일
동안
주류 구매
용이성

술을 사려고
한적이 없다

54,086 (89.69%) 52,661 (92.32%)

<.0001

술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1,885 (3.13%) 1,289 (2.26%)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702 (1.16%) 500 (0.88%)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615 (2.68%) 1,480 (2.59%)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2,016 (3.34%) 1,109 (1.94%)

전체 60,304 (100%) 57,039 (100%)



- 16 -

3. 연구 대상자의 성별 흡연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 흡연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남,녀 대상자 중 평생흡연 경

험이 있는 학생은 남 18.48% (N= 11,145), 여 7.84% (N=4,471) 이었고, 평생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은 남 81.52% (N=49,159), 여 92.16% (N=52,568) 이었다.

전자담배 평생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 11.02% (N=6,646), 여 3.08% (N=1,755)

이었고, 전자담배 평생 경험이 없는 학생은 남 88.98% (N=53,658), 여 96.92%

(N=55,284)이었다. 평생흡연 경험과 전자담배 사용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최근 30일동안 담배구매 용이성에서 남 90.77% (N=54,740), 여 96.21% (N=54,878)

는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었고, 남 2.69% (N=1,620), 여 1.13% (N=642)는 담

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남 1.07% (N=643), 여 0.46% (N=262)는 많이 노

력하면 살 수 있었다. 담배를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는 학생은 남 3.10%

(N=1,871)이고, 여 1.10% (N=628) 이었다. 남 2.37% (N=1,430), 여 1.10%

(N=629)는 담배를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

연으로의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담배구매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에 따른 흡연 특성의 차이는 유의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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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학생 여학생 P-value

빈도(명)백분율(%) 빈도(명)백분율(%)

평생
흡연경험

없다 49,159 (81.52%) 52,568 (92.16%)

<.0001있다 11,145 (18.48%) 4,471 (7.84%)

전체 60,304 (100%) 57,039 (100%)

전자담배
평생경험

없다 53,658 (88.98%) 55,284 (96.92%)

<.0001있다 6,646 (11.02%) 1,755 (3.08%)

전체 60,304 (100%) 57,039 (100%)

최근30일
동안
담배 구매
용이성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54,740 (90.77%) 54,878 (96.21%)

<.0001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1,620 (2.69%) 642 (1.13%)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643 (1.07%) 262 (0.46%)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1,430 (2.37%) 629 (1.10%)

노력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1,871 (3.10%) 628 (1.10%)

전체 60,304 (100%) 57,039 (100%)

<표 3> 연구대상자의 성별 흡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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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

중학교의 성별 사용률 남 2.11% (N=649), 여 0.86% (N=249) 이었다. 2018년도

사용률은 0.93% (N=282), 2019년 2.10% (N=616)로 2019년 사용률이 증가하였

다. 학년별 사용률 중1 0.39% (N=77), 중2 1.53% (N=302), 중3 2.56% (N=519)로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들 사이에 경제상태가 상층에서 2.42%

(N=193), 중상층에서 1.14% (N=214), 중층 1.21% (N=326), 중하 2.05% (N=103),

하층에서 6.47% (N=62) 이었다. 중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간의 관련성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표 4>.

구 분 미 사용 사용 P - value

성별
남학생 30,080 (97.89%) 649 (2.11%)

<.0001
여학생 28,635 (99.14%) 249 (0.86%)

조사연도
2018 29,947 (99.07%) 282 (0.93%)

<.0001
2019 28,768 (97.90%) 616 (2.10%)

중학생

1학년 19,508 (99.61%) 77 (0.39%)

<.00012학년 19,455 (98.47%) 302 (1.53%)

3학년 19,752 (97.44%) 519 (2.56%)

경제상태

상 7,773 (97.58%) 193 (2.42%)

<.0001

중상 18,479 (98.86%) 214 (1.14%)

중 26,648 (98.79%) 326 (1.21%)

중하 4,919 (97.95%) 103 (2.05%)

하 896 (95.53%) 62 (6.47%)

<표 4> 중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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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

고등학교 성별 사용률 남 8.98% (N=2,655), 여 2.44 % (N=688) 이었다. 이는

고학년(고등학교) 고등학생 사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많음을 시사한

다. 2018년 사용률은 4.31% (N=1286), 2019년 7.37% (N=2057)로 2019년 사용률

이 증가하였다. 학년별 사용률 고1 4.52% (N=838), 고2 5.72% (N=1,091), 고3

7.03% (N=1,414)로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들 사이에 경제상태가 상

층에서 8.97% (N=443), 중상층에서 5.45% (N=824), 중층 4.95% (N=1,399), 중하

6.30% (N=479), 하층에서 11.10% (N=198) 이었다.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

성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간의 관련성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표 5>.

<표 5>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

구 분 미 사용 사용 P - value

성별
남학생 26,920 (91.02%) 2,655 (8.98%)

<.0001
여학생 27,467 (97.56%) 688 (2.44%)

조사연도
2018 28,525 (95.69%) 1,286 (4.31%)

<.0001
2019 25,862 (92.63%) 2,057 (7.37%)

고등학생

1학년 17,695 (95.48%) 838 (4.52%)

<.00012학년 17,992 (94.28%) 1,091 (5.72%)

3학년 18,700 (92.97%) 1,414 (7.03%)

경제상태

상 4,496 (91.03%) 443 (8.97%)

<.0001

중상 14,290 (94.55%) 824 (5.45%)

중 26,892 (95.05%) 1399 (4.95%)

중하 7,123 (93.70%) 479 (6.30%)

하 1,586 (88.90%) 19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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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전체)

다변수 분석을 사용하여 조정된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독립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중

ㆍ고등학교 전체 남ㆍ녀 학생의 한 학년 증가당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

1.162, 95%CI=1.127-1.197) OR이 높았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궐련형 전자

담배 사용 (OR=0.693, 95% CI=0.628-0.766) OR이 낮았고, 평생음주 경험이 없

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486, 95% CI=

1.278-1.728) OR이 높았다.

비음주 대비 음주의 최근 30일 만취 경험이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3.955, 95% CI=3.457-4.526) OR이 더 높았다. 비음주 대비 최근 30일 만취

경험이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936, 95% CI=1.753-2.138) OR이 높았

다. 평생흡연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8.675, 95% CI=7.574-9.935) OR이 더 높았다. 전자담배 평생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9.365, 95% CI=

17.337-21.631) OR이 더 높았다. 2018년 비해 2019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3.082, 95% CI=2.830-3.358) OR이 높았다. 경제상태가 중산층 대비 하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523, 95% CI=1.254-1.849) OR이 높았고, 마찬가지

로 중산층 대비 상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476, 95% CI=1.294-1.684),

중산층 대비 중상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137, 95% CI=1.025-1.262),

중산층 대비 중하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036, 95% CI=0.912-1.177)

OR이 높았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는 관련 유의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경제상태

가 중하층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상태가 하층과 상층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

용 가능성이 높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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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전체 (남여 합)

변수명 변수 내용 오즈비 95% 신뢰구간 p 값

학년 (한 학년 증가 당) 1.162 1.127-1.197 <.0001

성별 남자(Ref) 1.0

여자 0.693 0.628-0.766 <.0001

평생음주경험 없다(Ref) 1.0

있다 1.486 1.278-1.728 <.0001

만취경험(최근30일) 비음주 1.0

없다 1.936 1.753-2.138 <.0001

있다 3.955 3.457-4.526 <.0001

평생흡연경험 없다 1.0

있다 8.675 7.574-9.935 <.0001

전자담배평생경험 없다 1.0

있다 19.365 17.337-21.631 <.0001

연도 2018 1.0

2019 3.082 2.830-3.358 <.0001

경제상태 상 1.476 1.294-1.684 <.0001

중상 1.137 1.025-1.262 0.0157

중 1.0

중하 1.036 0.912-1.177 0.5879

하 1.523 1.254-1.849 <.0001

C statistic 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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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남자)

다변수 분석을 사용하여 조정된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ㆍ고등학생 중 남학생의 경우만 살펴보았다.

한 학년 증가당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193, 95%CI=1.152-1.235) OR이

높았다. 평생음주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464, 95% CI=1.236-1.734) OR이 높았다.

비음주 대비 음주의 최근 30일 만취 경험이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4,044, 95% CI=3.443-4.750) OR이 더 높았다. 비음주 대비 최근 30일 만취

경험이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2.022, 95% CI=1.811-2.258) OR이 높았다.

평생흡연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7.713, 95% CI=6.605-9.006) OR이 더 높았다. 전자담배 평생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7.229, 95% CI=

15.170-19.568) OR이 더 높았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3.125, 95% CI=2.834-3.445) OR이 높았다. 경제상태가 중산층 대비 하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492, 95% CI=1.187-1.876) OR이 높았고, 마찬가지

로 중산층 대비 상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384, 95% CI=1.196-1.602),

중산층 대비 중상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179, 95% CI=1.048-1.326),

중산층 대비 중하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072, 95% CI=0.923-1.246)

OR이 높았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는 관련 유의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경제상태

가 중하층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상태가 하층과 상층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

용 가능성이 높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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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남)

변수명 변수 내용 오즈비 95% 신뢰구간 p 값

학년 (한 학년 증가 당) 1.193 1.152-1.235 <.0001

평생음주경험 없다(Ref) 1.0

있다 1.464 1.236-1.734 <.0001

만취경험(최근30일) 비음주 1.0

없다 2.022 1.811-2.258 <.0001

있다 4.044 3.443-4.750 <.0001

평생흡연경험 없다 1.0

있다 7.713 6.605-9.006 <.0001

전자담배평생경험 없다 1.0

있다 17.229 15.170-19.568 <.0001

연도 2018 1.0

2019 3.125 2.834-3.445 <.0001

경제상태 상 1.384 1.196-1.602 <.0001

중상 1.179 1.048-1.326 0.0061

중 1.0

중하 1.072 0.923-1.246 0.3640

하 1.492 1.187-1.876 0.0006

C statistic 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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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여자)

다변수 분석을 사용하여 조정된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ㆍ고등학생 중 여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한 학년 증가당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082, 95%CI=1.019-1.150) OR이

높았다. 평생음주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603, 95% CI=1.152-2.230) OR이 높았다.

비음주 대비 음주의 최근 30일 만취 경험이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3.092, 95% CI=2.387-4.006) OR이 더 높았다. 비음주 대비 최근 30일 만취

경험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448, 95% CI=1.184-1.868) OR이 높

았다.

평생흡연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1.811, 95% CI=8.940-15.605) OR이 더 높았다. 전자담배 평생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26.277, 95% CI=

21.130-32.679 OR이 더 높았다. 2018년 비해 2019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2.892, 95% CI=2.420-3.457) OR이 높았다. 경제상태가 중산층 대비 상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961, 95% CI=1.459-2.636) OR이 높았고, 마찬가지로

중산층 대비 하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503, 95% CI=1.041-2.171), 중

산층 대비 중상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0.993, 95% CI= 0.793-1.244),

중산층 대비 중하층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0.929, 95% CI=0.726-1.190)

OR이 높았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는 관련 유의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경제상태

가 중상층과 중하층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상태가 상층과 하층에서 궐련형 전

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높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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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여)

변수명 변수 내용 오즈비 95% 신뢰구간 p 값

학년 (한 학년 증가 당) 1.082 1.019-1.150 0.0102

평생음주경험 없다(Ref) 1.0

있다 1.603 1.152-2.230 0.0051

만취경험(최근30일) 비음주 1.0

없다 1.488 1.184-1.868 0.0006

있다 3.092 2.387-4.006 <.0001

평생흡연경험 없다 1.0

있다 11.811 8.940-15.605 <.0001

전자담배평생경험 없다 1.0

있다 26.277 21.130-32.679 <.0001

연도 2018 1.0

2019 2.892 2.420-3.457 <.0001

경제상태 상 1.961 1.459-2.636 <.0001

중상 0.993 0.793-1.244 0.9522

중 1.0

중하 0.929 0.726-1.190 0.5596

하 1.503 1.041-2.171 0.0298

C statistic 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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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117,343 명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으로 세계보건

기구(WHO) 에 제공되어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한국을 대표 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유병률 조사를 포함해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사용의 유의미한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요인 분석 결과

를 통해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결정하

는 지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성인 전체 2.3%(‘16년)에서 2.7%(’17년)로 증가했고, 남성

의 경우 4.2%(‘16년)에서 4.4%(‘17년), 여성의 경우 0.4%(‘16년) 에서 0.9%(‘17

년)로 증가했다. 성인 사용률과 대등하게 청소년에서 감소추세인 사용률은 청소

년 전체 2.2%(’17년)에서 2.7%(‘18년), 남성의 경우 3.3%(‘17년)에서 4.1%(‘18년),

여성의 경우 0.9%(‘17년)에서 1.1%(’18년)로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19). 특히

여성 사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흡연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하는 사실을

숨기는 이유로 문제는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면 은폐

할 것이라 예상하고 남성과 여성의 미세한 차이를 감안하여 청소년 남학생 뿐아

니라 여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여성의 흡연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즉

조기폐경, 유방암, 자궁경부암,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과 연관이 있기 때

문이다. 스트레스와 심리적 감정이 섬세한 여성은 흡연 경향이 강하고 니코틴

감수성이 민감해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금단증상도 심해 금연 실천이 어렵다(박

아현, 최지혜, 김혜경, 2020).

여성 흡연 인구가 중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취약계층의 질병 위험 가능성의

예측을 잠재하여 성별에 따라 남ㆍ여 차이를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았다(결과

https://www.kihasa.re.kr/hswr/v.40/4/611/%EA%B0%80%EC%97%B4%EB%8B%B4%EB%B0%B0+%EA%B4%80%EC%8B%AC%EB%8F%84+%EB%B6%84%EC%84%9D+%EB%84%A4%EC%9D%B4%EB%B2%84+%EA%B2%80%EC%83%89%EC%96%B4+%ED%8A%B8%EB%A0%8C%EB%93%9C%EC%99%80+%EC%98%A8%EB%9D%BC%EC%9D%B8+%EB%89%B4%EC%8A%A4+%EB%82%B4%EC%9A%A9+%EB%B6%84%EC%84%9D%EC%9D%84+%EA%B8%B0%EB%B0%98%EC%9C%BC%EB%A1%9C#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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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25P, 부록). 여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저학년

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학생의 2018

년 증가율은 0.08%(중1)에서 점차 증가해 2.14%(고3)로 높아졌고, 2019년의 증

가율은 0.37%(중1)에서 점차 증가해 3.56%(고2)로 높아지다 3.19%(고3)로

3.56%(고2) 보다 0.37% 다소 감소하였다. 남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유병

률을 조사한 결과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었

다. 2018년 증가율은 0.04%(중1)에서 점차 증가해 8.95%(고3)로 높아졌고 2019

년의 증가율은 0.07%(중1)에서 점차 증가해 13.75%(고3)로 높아졌다. 남학생에

서 유병률은 감소폭 없이 증가를 했다.

이는 최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에 비례하여 2017년에는 특히 여성 사용률

이 증가했고,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이 국내도입 1년만에 일반 궐련담배 반출

량의 10% 이르고 있으며 궐련형전자담배 국내 판매 추세가 전 세계 판매량 증

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가열담배 시장 성장에 관심들이 주목되

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9). 담배회사의

홍보 전략으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식과 보급은 일반담배의 대체물과 금

연보조제로 이용된다. 전자담배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해 판매

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궐련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쉬운 접근 또는 연기가 연소

되지 않는 장소의 이득을 볼 수 있어 청소년들의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한다. 청

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은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일시되고 전자담배 장치의

성능 및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

에서 청소년들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 또한 건강상의

악영향이 가중되는 점에서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공기에 비해 인간 기관지 상피 세포에 대해서 세포

독성이 더 높다. 유해 화학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등 카보닐 , NNN (Nitrossonornicothyte)과

https://www.kihasa.re.kr/hswr/v.40/4/611/%EA%B0%80%EC%97%B4%EB%8B%B4%EB%B0%B0+%EA%B4%80%EC%8B%AC%EB%8F%84+%EB%B6%84%EC%84%9D+%EB%84%A4%EC%9D%B4%EB%B2%84+%EA%B2%80%EC%83%89%EC%96%B4+%ED%8A%B8%EB%A0%8C%EB%93%9C%EC%99%80+%EC%98%A8%EB%9D%BC%EC%9D%B8+%EB%89%B4%EC%8A%A4+%EB%82%B4%EC%9A%A9+%EB%B6%84%EC%84%9D%EC%9D%84+%EA%B8%B0%EB%B0%98%EC%9C%BC%EB%A1%9C#r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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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ethylnitrosamino)-1-3-부탄(NK)을 배출하는 가열된 담배 제품의 사용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증가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의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 폐포 저산소증과 그에 따른 저산소혈증 유병률이 증

가하고, 흡연이 호흡기 질환과 관련 있다. 저산소증과 관련된 뇌 세로토닌 합성

의 감소가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조건 중 자살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제시하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등 약물 사용 및 알코올 사용과 같은 건강위

험 행태의 자살로 이어지는 요인이 된다(조준호, 2020). 또한 청소년 뿐만 아니

라 성인기로 이어지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들도 금지 약물이나 알코올 등을

함께 사용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은 비흡연자보다는 현재 흡연자나 전자담

배 사용자, 여성보다는 남성, 저소득보다는 고소득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Jankowski et al., 2019; Ratajczak et al., 2020; Simonavicius et al.,

2019). 젊은 연령일수록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

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인 한국 청소년인 중ㆍ고등학생에서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 요인들을 분석해 대조해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궐련형 전자

담배 사용을 위해 인터넷에 쉽게 노출되 있어 검색어 활동이 성인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여 청소년들의 제품구매나 정보획득 사용 차단을 위한 예방 노력도 필

요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은 일반담배 흡연으로 전환 될 수 있어 청소년들

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 또한 건강상의 악영향이 가중

되는 점에서 복합 흡연물 사용의 전자담배 단일 흡연에서 연구파생을 제안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청

소년들보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중복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전

자담배 사용증가와 더불어 건강의 위해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결

과에서도 전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전자담배사용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대해

있는 사용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9.365, 95% CI=17.337-21.631) OR이

더 높았고, 남학생의 경우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대해 있는 사용

https://www.kihasa.re.kr/hswr/v.40/4/611/%EA%B0%80%EC%97%B4%EB%8B%B4%EB%B0%B0+%EA%B4%80%EC%8B%AC%EB%8F%84+%EB%B6%84%EC%84%9D+%EB%84%A4%EC%9D%B4%EB%B2%84+%EA%B2%80%EC%83%89%EC%96%B4+%ED%8A%B8%EB%A0%8C%EB%93%9C%EC%99%80+%EC%98%A8%EB%9D%BC%EC%9D%B8+%EB%89%B4%EC%8A%A4+%EB%82%B4%EC%9A%A9+%EB%B6%84%EC%84%9D%EC%9D%84+%EA%B8%B0%EB%B0%98%EC%9C%BC%EB%A1%9C#r034
https://www.kihasa.re.kr/hswr/v.40/4/611/%EA%B0%80%EC%97%B4%EB%8B%B4%EB%B0%B0+%EA%B4%80%EC%8B%AC%EB%8F%84+%EB%B6%84%EC%84%9D+%EB%84%A4%EC%9D%B4%EB%B2%84+%EA%B2%80%EC%83%89%EC%96%B4+%ED%8A%B8%EB%A0%8C%EB%93%9C%EC%99%80+%EC%98%A8%EB%9D%BC%EC%9D%B8+%EB%89%B4%EC%8A%A4+%EB%82%B4%EC%9A%A9+%EB%B6%84%EC%84%9D%EC%9D%84+%EA%B8%B0%EB%B0%98%EC%9C%BC%EB%A1%9C#r043
https://www.kihasa.re.kr/hswr/v.40/4/611/%EA%B0%80%EC%97%B4%EB%8B%B4%EB%B0%B0+%EA%B4%80%EC%8B%AC%EB%8F%84+%EB%B6%84%EC%84%9D+%EB%84%A4%EC%9D%B4%EB%B2%84+%EA%B2%80%EC%83%89%EC%96%B4+%ED%8A%B8%EB%A0%8C%EB%93%9C%EC%99%80+%EC%98%A8%EB%9D%BC%EC%9D%B8+%EB%89%B4%EC%8A%A4+%EB%82%B4%EC%9A%A9+%EB%B6%84%EC%84%9D%EC%9D%84+%EA%B8%B0%EB%B0%98%EC%9C%BC%EB%A1%9C#r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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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OR=17.229, 95% CI=15.170-19.568) OR이 더 높았

다. 여학생의 경우 전자담배사용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 대해 있는 사용자가 궐

련형 전자담배 사용 (OR=26.277, 95% CI=21.130-32.679) OR이 더 높은 결과로

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금속인 니켈, 크롬, 납, 아연의 높은 에어로졸 노출과

혈관 내피 기능 장애, 폐 및 간 독성 사이의 높은 세포 독성 담배 연기와 관련된

기화 니코틴 제품의 훨씬 더 높은 세포 독성의 니코틴 위해성을 보완하여 유해

성분 분석을 통한 안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보면 좋겠다. 또한 신종담

배에 관한 한국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여 각국 여러나라와 공유하는 네트

워크를 활성화 시키어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를 기반해서 청소년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지하고 청소년

에서부터 향후 성인기에 흡연 여부와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질병으

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미래에 다가올 일반

담배로 전환 및 질병에 대비책을 신종담배의 사용에 관한 요인들의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공중보건에 새롭게 대두되는 청소년 흡연문제의 요인을 분석함

으로 성인기의 흡연문제의 시발점 gate way인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에 대한

청소년 흡연과 금연 연구를 고안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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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장기적으로 건강상 손실을 실제 줄여주는지 금연

에 도움이 되는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담배 사용을 근절하는게 아니라 대체

제를 통해 장려 하는 것은 특성 독성물질이 궐련형 전자담배 에서 검출되는 가

운데 지양해야 한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할 요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는 계속적 모니터링을 해야하겠고, 단순히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흡연율

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실제로 전자담배를 통해 금연을 원하는 흡연

자들에게는 행동과학에 기반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금연 성

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최초의 공

중보건 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제정하고 지역 금연서비스 및 공중보건 계통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

한 교육과 홍보 등을 매개로 청소년을 시발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인

식변환이 필요하겠다. 담배 제품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 대체제로 사용되어

일반 흡연자로의 전환 또는 복합 사용자의 이중, 삼중, 다중 사용의 급증을 중지

하도록 각별화된 금연정책 및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한다. 금연

성공을 도와주는 대체제 보다는 행동기반 지원이 이루어져야 금연 성공률이 높

아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향하는데 궐련형 전자담

배를 궐련의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행태 조정과 적절한 규제 및 정책으로

긍정적 인식을 니코틴의 위해성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통해 인

식전환의 보급을 확대시켜 국민건강 보건 향상과 안전에 고무 시켜야 겠다. 하

여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단계에서의 대체물로 사용의 인식과 건강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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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착된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복합 사용 및 단일 사용을 세분화된 금

연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연 성공을 목표하는 금연시도자 및 청소년에서

의 흡연을 중지하는데 일조하는 신종제품에 대한 금연 취급방안을 정립해야 한

다.

이렇듯 청소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요인들을 분석 파악함과 동시

에 이번 결과로부터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의 건강행

태를 결정하는 지표로 향후 성인기의 흡연 여부와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

에서 질병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중재가 시급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 인과관계와 결정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

목하여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 요인일 것으로 선정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방면

으로 고려한 종단연구를 다음번에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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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중, 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전체)

변수명 변수 내용 오즈비 95% 신뢰구간 p 값

학년 (한 학년 증가 당) 1.153 1.119-1.188 <.0001

성별
남자(Ref) 1.0

여자 0.680 0.616-0.751 <.0001

평생음주경험
없다(Ref) 1.0

있다 1.475 1.269-1.715 <.0001

만취경험(최근30일)

비음주 1.0

없다 1.947 1.763-2.150 0.0006

있다 4.133 3.615-4.724 <.0001

평생흡연경험
없다 1.0

있다 8.633 7.538-9.887 <.0001

전자담배평생경험
없다 1.0

있다 19.466 17.426-21.745 <.0001

연도
2018 1.0

2019 3.067 2.816-3.304 <.0001

C statistic 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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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중, 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남)

변수명 변수 내용 오즈비 95% 신뢰구간 p 값

학년 (한 학년 증가 당) 1.186 1.145-1.227 <.0001

평생음주경험
없다(Ref) 1.0

있다 1.458 1.231-1.727 <.0001

만취경험(최근30일)

비음주 1.0

없다 2.032 1.820-2.269 <.0001

있다 4.202 3.581-4.931 <.0001

평생흡연경험
없다 1.0

있다 7.687 6.583-8.976 <.0001

전자담배평생경험
없다 1.0

있다 17.246 15.185-19.587 <.0001

연도
2018 1.0

2019 3.108 2.820-3.426 <.0001

C statistic 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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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중, 고등학교 학생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분석 (여)

변수명 변수 내용 오즈비 95% 신뢰구간 p 값

학년 (한 학년 증가 당) 1.069 1.007-1.135 <.0001

평생음주경험
없다(Ref) 1.0

있다 1.552 1.115-2.159 <.0001

만취경험(최근30일)

비음주 1.0

없다 1.497 1.192-1.880 <.0001

있다 3.280 2.537-4.240 <.0001

평생흡연경험
없다 1.0

있다 11.623 8.788-15.374 <.0001

전자담배평생경험
없다 1.0

있다 26.805 21.549-33.344 <.0001

연도
2018 1.0

2019 2.869 2.402-3.427 <.0001

C statistic 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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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Youth Use of

Cigarette-Type Electronic Cigarettes (Heated Tobacco)

Shin Woo Lee

HEALTH PROMOTION & EDUCATION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related to purpose the use of

cigarette-type e-cigarettes among adolescents using raw data from the

self-reported online survey of Korean adolescents targeting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14 and 19 across the country in 2018 and 2019 of the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Secondary analysis was performed by combining primary analysis data of

the 14th (2018) and 15th (2019) Adolescent Health Behavior Survey

statistics as for the research method.

Overall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gender and school type, in 100% (N=117,343) of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51.39% (N=60,304) of male students were more numerous than

48.61% (N=57,039) of female subjects.

2)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ender drinking characteristic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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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ubjects, 43.57% (N=26,275) of male and 36.22% (N=20,662) of

female students had lifelong drinking experience, and male

students had more lifelong drinking experiences than female

students. Students who had been intoxicated for the last 30 days

of drinking were 2.51% male (N=1,513) and 2.24% female

(N=1,280). The number of students who can easily buy alcohol

without effort was 3.34% (N=2,016) male and 1.94% (N=1,109)

female. thu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rink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3)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moking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gender, 18.48% (N=11,145) males and 7.84% females

(N=4,471) had lifetime smoking experience. 11.02% (N= 6,646) of male

and 3.08% (N=1,755) female students had lifetime experience of

e-cigarettes. Lifelong smoking and e-cigarette use were more

common among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The number of

students who could easily buy cigarettes without effort was 3.10%

(N=1,871) male and 1.10% (N=628) female. Therefor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mok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4)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 the use of

cigarette-type e-cigarettes for each factor, the gender use rate in middle

school was 2.11% for males (N=649) and 0.86% for females (N=249).

The usage rate by grade increased to 0.39% (N=77) in middle school 1,

1.53% in middle school 2 (N=302), and 2.56% in middle school 3 (N=519).

The usage rate in 2018 increased to 0.93% (N=282) and 2.10% (N=616)

in 2019. Under the economic condition, 6.47% (N=62) of the use of

cigarette-type e-cigarettes was the most.

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cigarette-type e-cigarettes for each factor, the gender use rate of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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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tudents was 8.98% (N=2,655) for males and 2.44% for females

(N=688). The usage rate by grade increased to 4.52% (N=838) in high

school 1, 5.72% in high school 2 (N=1,091), and 7.03% in high school 3

(N=1,414). The usage rate in 2018 increased to 4.31% (N=1,286) and

7.37% (N=2,057) in 2019. Under the economic condition, 11.10% (N =

198) used cigarette-type e-cigarettes a lot.

6)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cigarette-type

e-cigarettes among all subjec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OR of the use of cigarette-type e-cigarettes was high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lated factors. it’s As one grade increases In case lifetime

drinking experience, Compared to students who do not drink alcohol at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intoxication within the last 30 days and

those not, In case of lifetime smoking experience, In case of lifetime

experience of e-cigarettes, at the 2019 compared to 2018, in the upper

classes and in the lower class of The economy condition

According to gender, the OR of cigarette-type e-cigarette use was

lower in women than in men.

7)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valence of cigarette-type e-cigarette

use among female students, the prevalence increased from lower grades

to higher grades. It increased from 0.08% (middle school 1) in 2018 to

2.14% (high school 3), and increased from 10.37% (middle school 1) in

2019 to 3.56% (high school 2). At 3.19% (high school 3), it was slightly

lower than 3.56% (high school 2) by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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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as analyzing and identifying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e-cigarettes in adolescents, from this result, it is an index that determines

the health behavior of adolescents, a social problem that goes beyond

individual health problems. Interventions to prevent morbidity will be

urgently needed.

Based on these results, prevention efforts and prospective studies are

needed on the effects of smoking in adulthood and smoking behavior in the

future.

Key words : Teenager, Cigarette-type e-cigarettes, drinking, smoking, health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