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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lated factors in relation to usage of illicit substances for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which used data from the Twelfth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

based Survey (KYRBWS). A total of 65,528 students in 2016 were included in this study.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analyzing related factors using illicit substances.

Results: Overall, 553 (0.8%) students responded as having ever used illicit substances during their lifetime and

133 (0.2%) students responded as current illicit substance users. It was found that electronic cigarette (EC) use,

conventional cigarette smoking, second hand smoking, sad/despair mood, and economic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factors with usage of illicit substances. Comparing ‘current EC users’ with ‘never EC users’, the

adjusted odds ratios (OR) was 7.76 (95% confidence interval (CI): 5.56-10.82) for life-time use of illicit

substances, and 18.74 (95% CI: 8.01-43.87) for current use of illicit substances among adolescents. Additionally,

comparing ‘students who ever were exposed to second hand smoking during the past week’, with ‘students who

never were exposed to second hand smoking’, the adjusted OR was 2.60 (95% CI: 2.13-3.17) for life-time use

of illicit substances, and 2.85 (95% CI: 1.68-4.83) for current use of illicit substances among adolescent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electronic cigarette use, second hand smoking, conventional cigarette

smoking, sad/despair mood, and economic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odds of substance

experience and current substance us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useful evidence about

adolescent behaviors in predicting substan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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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으나 청소년들의 금지 약물 사용은 증가

하고 있다.1)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금지 약물로

부탄카스, 본드 등의 환각제가 있고, 엠페타민과 같

은 각성제, 마약, 또한 처방전이 동반되는 진정제,

진통제, 안정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

지약물 평생경험(life-time experience) 비율은 0.4%

이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약물은 흡입제 유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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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2014년에 보고된 바 있다.1)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청소년의 경우 지난 30일 동안에 대마초

를 사용한 청소년이 8학년에서 9.3%, 10학년에서는

14.8%, 12학년에서는 21.3%로 2015년에 보고되었

다.2,3)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은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고

정신적인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

또한 청소년의 약물 사용은 젊은 성인들의 다양한

육체적 및 정신적 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5-7) 약물사용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호

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천식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한 호흡기 질환중의 하나로, 2016년에 미국

의 플로리다 중학생의 경우 19.5%, 고등학생의 20.6%

가 천식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8) 뿐 만 아니라, 약

물 사용은 폐기능을 악화시키고, 천식 발작의 위험

을 증가시키며, 높은 천식 사망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9)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와 일반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

의 위험성을 보다 높인다는 보고도 있었다.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 낮은

학부모 교육 수준,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낮은 학

업 성취, 심한 스트레스, 우울한 기분 및 자살 충동

등의 변수가 우리나라의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1) 또한 음주와 일반담배의 흡연

또한 약물 사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사용이 대마

초 사용의 전 단계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11) 미

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전자담배 장치를 니코틴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가향물질과 대마초를 흡입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연구보고도 있다.12)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은 건강에 유해

한 영향을 끼치며 여러 가지 유해한 건강행동과 연

계되어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행

해진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지 약물 사용에 따른 관

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6년에 조사된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자료를 사용하였다.13) 이 자료는 400개의 중학교

와 400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67,983명의 학생 중에서 65,528명의 학생이 응답하

여, 96.9%의 응답률을 보였다.

2. 금지약물(illicit substances) 사용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에서는 청소년의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된 변수로

써,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또는 일

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경험

이 있는 지 여부를 설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있다

’라고 응답한 학생을 ‘평생 사용 경험자’로 분류하였

다. 또한, 현재 금지약물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설문에서 ‘있다’고 답한 학생들에게, 다시, 기분

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빼기 등을 목

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경우가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선

택 범주로는 ‘없다’, ‘이전에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

지만,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에도 가끔 약

물을 사용한다’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요즘에도 가

끔 약물을 사용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현재 사

용자’로 분류하여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 인구학적 및 건강행태 변수

연령, 성별, 중고등학교, 도시규모, 경제상태, 학업

성적, 슬픔/절망감, BMI (body mass index), 음주,

흡연, 전자담배 사용을 측정하였다. 도시규모는 대도

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로 구분하였다. 경제 상

태는 당초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5개 선

택범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다시 ‘상’, ‘중’,

‘하’와 같이 3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학업 성적 변

수 또한 당초에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5개 선택범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다시 ‘상’,

‘중’, ‘하’와 같이 3개 범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슬픔/절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12개

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

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우가 있었는지를 설문하였고,

선택범주는 ‘없다’와 ‘있다’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BMI는 체중과 신장을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계산

하여 도출된 연속변수를 25 이하와 25 초과 두 가

지 범주로 분류하여, 범주형 변수 형태로 분석에 사

용하였다. 흡연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살면서 한 두



610 조 준 호

J Environ Health Sci 2018; 44(6): 608-617 http://www.kseh.org/

모금이라도 일반적인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지

를 설문하였고, ‘없다’고 답한 학생을 ‘비흡연자(never

smoker)’로 분류하였다. 상기 질문에 ‘있다’고 답한

학생들에게는 다시, 지난 30일 동안 한 대(한 개비)

라도 흡연한 날이 몇 일 인지를 설문하였으며, ‘최

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답한 학생들에 대하여 ‘과

거흡연자(former smoker)’로 분류하였으며, 1일 이상

사용한 모든 사람은 ‘현재흡연자(current smoker)’로

분류하였다. 음주 및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서도 위

의 흡연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음주에 대해서는

‘비음주자(never drinker)’, ‘과거음주자(former drinker)’,

및‘현재음주자(current drinker)’로 분류하였고, 전자

담배에 대하여서는 ‘비사용자(never user)’, ‘과거사

용자(former user)’, 및 ‘현재사용자(current user)’로

분류하였다. 간접흡연 변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7일

동안 해당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

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며칠인지를 설문하였으며, 최근 1주일동안 없다고 답

한 경우를 ‘없음(no)’로 분류하고, 1일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있음(yes)’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

이 선택범주를 재분류한 이유는 각각의 빈도수가 지

나치게 많이 세분화하게 되면, 통계분석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4.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IBM SPSS

(version 23.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들의 빈도와 퍼센트 등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금지약물과 관련해서, 현재까

지 살면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또는 금지약물의 현

재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까

지 살면서 금지약물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금지약물

의 현재사용 여부에 어떤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정

량적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4단계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위험도(odds ratio, OR)를 구하

였다. 유의수준(α)은 p<0.05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 총 65,528명의 나이는 평균 15.0세(SD:

1.7) 이었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학생이 33,803

명으로 51.6% 이었다. 중학생은 49.2%, 고등학생은

50.8% 이었다. 전체 학생의 25.2%가 최근 12개월 동

안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

주와 관련해서는 14.4%가 ‘현재음주자’로 조사되었

고, 일반담배 흡연과 관련해서는 6.1%가 ‘현재흡연자

’로 조사되었다. 전자담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2.4%

가 ‘현재사용자’로 조사되었다. 간접흡연과 관련해서

는 29.8%는 지난 1주일간 하루 이상 집에서 간접흡

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까지 살

면서 금지약물을 경험한 학생은 553명(0.8%)으로 조

사되었으며, 현재도 습관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은 133명(0.2%)으로 조사되었다.

2. 관련 요인들과 금지약물의 평생사용경험

Table 1은 금지약물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살면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중고등학교, 도시규모, 경제상태, 학업

성적, 슬픔/절망감, BMI, 음주, 흡연, 전자담배사용,

간접흡연 변수에 대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성별, 중고등학교, 경제

상태, 학업성적, 슬픔/절망감, 음주, 흡연, 전자담배

사용 및 간접흡연 변수는 금지약물의 평생사용경험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p< .001).

도시규모(p= .498)와 BMI(p= .576) 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관련 요인들과 금지약물의 현재사용

마찬가지로 금지약물의 현재사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

별, 중고등학교, 경제상태, 학업성적, 슬픔/절망감, 음

주, 흡연, 전자담배사용 및 간접흡연 변수는 금지약

물의 현재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p< .001)(Table 1). 도시규모(p= .543)와

BMI (p= .748)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금지 약물 사용에 따른 관련 요인 분석 611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8; 44(6): 608-61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and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Characteristics (n=65,528)
 Life-time use of illicit substances 

(n=553)

Current use of illicit substances

(n=133)

 Student no. (%) χ2 P-value Student no. (%) χ2 P-value

Sex 27.8 <0.001 10.2 <0.001

Male (n=33803) 347(1.0) 87(0.3)

Female (n=31725) 206(0.6) 46(0.1)

School 19.7 <0.001 17.9 <0.001

Middle (n=32219) 220(0.7) 41(0.1)

High (n=33309) 333(1.0) 92(0.3)

City 1.4 =0.498 1.2 =0.543

Large city (n=29046) 245(0.8) 65(0.2)

Middle/small city (n=31626) 260(0.8) 58(0.2)

Rural (n=4856) 48(1.0) 10(0.2)

Economic status 187.1 <0.001 132.9 <0.001

High (n=24244) 228(0.9) 57(0.2)

Middle (n=31056) 136(0.4) 12(0.0)

Low (n=10228) 189(1.8) 64(0.6)

School record 31.2 <0.001 26.8 <0.001

Bad (n=21663) 231(1.1) 54(0.2)

Middle (n=18626) 100(0.5) 11(0.1)

Good (n=25239) 222(0.5) 68(0.3)

Sad/despair mood 264.6 <0.001 101.6 <0.001

No (n=48993) 248(0.5) 49(0.1)

Yes (n=16535) 305(1.8) 84(0.5)

BMI status 0.308 =0.576 0.103 =0.748

≤25 (n=55610) 336(0.6) 42(0.1)

>25 (n=8131) 45(0.6) 7(0.1)

Alcohol 429.6 <0.001 266.0 <0.001

Never drinker (n=40724) 172(0.4) 31(0.1)

Former drinker (n=15375) 137(0.9) 17(0.1)

Current drinker (n=9429) 244(2.6) 85(0.9)

Conventional cigarettes 1372.4 <0.001 925.7 <0.001

Never smoker (n=56017) 241(0.4) 31(0.1)

Former smoker (n=5499) 74(1.3) 10(0.2)

Current smoker (n=4012) 238(5.9) 92(2.3)

Electronic cigarettes 3095.3 <0.001 2296.2 <0.001

Never user (n=60124) 275(0.5) 34(0.1)

Former user (n=3848) 69(1.8) 12(0.3)

Current user (n=1556) 209(13.4) 87(5.6)

Second hand smoking 353.8 <0.001 149.5 <0.001

No (n=46023) 187(0.4) 29(0.1)

Yes (n=19505) 366(1.9) 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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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요인들과 금지약물의 평생사용 경험 위험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는 위에서 실시한 카이

제곱검정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규모 변수와 BMI 변

수는 제외하였다.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연령, 성별, 중고등학교

및 경제상태 변수를 독립변수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고 위험도(odds ratio)를 측정하였다

(Table 2). 네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약 35% 통계적

으로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OR: 0.65, 95% CI:

0.53-0.78).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약 30% 덜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OR: 0.70, 95% CI: 0.50-0.97).

경제상태가 ‘하’인 학생은 ‘상’인 학생에 비해 1.73

배 더 금지약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OR: 1.73,

95% CI: 1.39-2.16).

모델2에는 기존의 변수 뿐 만 아니라, 학업성적 변

수와 슬픔·절망감 변수를 추가하였다. 학업성적 변

수는 성적인 낮은 학생에 비해서 보통인 학생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38% 덜 사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OR: 0.62, 95% CI: 0.48-0.80). 하지만, 성

적인 낮은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높은 학생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밖에 기존

의 변수 즉, 연령, 성별, 중고등학교 및 경제상태 변

수는 여전히 통계적인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Table 2. Results of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dependent variables with life-time use of illicit

substances (n=553)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Age 1.26(1.14-1.38)*** 1.23(1.11-1.35)*** 1.07(0.97-1.17) 1.07(0.97-1.18)

Sex Male 1 1 1 1

Female 0.65(0.53-0.78)*** 0.56(0.46-0.67)*** 0.96(0.78-1.19) 0.93(0.75-1.14)

School Middle 1 1 1 1

High 0.70(0.50-0.97)* 0.70(0.50-0.98)* 0.63(0.45-0.87)* 0.65(0.47-0.91)*

Economic

status

High 1 1 1 1

Middle 0.54(0.43-0.67)*** 0.54(0.43-0.68)*** 0.60(0.47-0.70)*** 0.59(0.47-.74)***

Low 1.73(1.39-2.16)** 1.45(1.15-1.83)** 1.44(1.13-1.82)** 1.32(1.04-1.67)**

School

record

Bad 1 1 1

Middle 0.62(0.48-0.80)*** 0.80(0.62-1.04) 0.81(0.62-1.05)

Good 0.86(0.69-1.06) 1.19(0.95-1.48) 1.22(0.97-1.53)

Sad/despair 

mood

No 1 1 1

Yes 3.45(2.86-4.16)*** 2.56(2.11-3.11)*** 2.41(1.98-2.93)***

Alcohol Never drinker 1 1

Former drinker 1.32(1.01-1.71)* 1.28(0.99-1.67)

Current drinker 1.35(1.01-1.80)* 1.23(0.92-1.64)

Conventional 

cigarettes

Never smoker 1 1

Former smoker 1.96(1.41-2.72)*** 1.90(1.38-2.64)***

Current smoker 2.70(1.90-3.84)*** 2.60(1.84-3.67)***

Electronic 

cigarettes

Never user 1 1

Former user 1.71(1.20-2.42)** 1.66(1.17-2.35)**

Current user 9.15(6.53-12.83)** 7.76(5.56-10.82)**

Second-hand 

smoking

No 1

YEs 2.60(2.13-3.1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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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험도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슬픔절망감

을 경험한 학생은 금지약물 경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약 3.45배(95% CI: 2.86-4.1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는 모델2에 다시 음주,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음주 변수의 경우에는 비

음주자에 비해 과거음주자는 1.32배(95% CI: 1.01-

1.71), 현재음주자은 1.35배(95% CI: 1.01-1.80) 더

약물사용 경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

연 변수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는

1.96배(95% CI: 1.41-2.72), 현재흡연자는 2.70배(95%

CI: 1.90-3.84) 더 약물사용 경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변수의 경우에는 비사용

자에 비해 과거사용자는 1.71배(95% CI: 1.20-2.42),

현재사용자는 9.15배(95% CI: 6.53-12.83) 더 약물

사용 경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이 모든 변수가 보정된 상태에서, 연령과 성

별, 학업성적 변수는 더 이상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

되지 않았으며, 경제상태 변수와 슬픔·절망감 변수

는 계속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유지됨을 보여주었

다. 즉, 경제상태가 상인 학생에 비해서 경제상태가

하인 학생은 약 1.44배 더 금지약물 경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슬픔절망감을 경험한 학생은 금지

약물 경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약

Tabel 3. Results of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dependent variables with current use of illicit substances

(n=133)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Age 1.59(1.26-2.02)*** 1.55(1.22-1.96)*** 1.23(0.98-1.54) 1.22(0.98-1.53)

Sex Male 1 1 1 1

Female 0.45(0.27-0.74)** 0.38(0.23-0.63)** 0.84(0.49-1.42) 0.81(0.49-1.38)

School Middle 1 1 1 1

High 0.62(0.27-1.44) 0.64(0.28-1.47) 0.60(0.28-1.30) 0.64(0.29-1.38)

Economic

status 

High 1 1 1 1

Middle 0.21(0.10-0.45)*** 0.24(0.11-0.50)*** 0.30(0.14-0.63)* 0.30(0.14-0.64)**

Low 2.31(1.42-3.75)** 2.05(1.23-3.42)** 2.13(1.26-3.58)** 1.95(1.16-3.29)*

School

record

Bad 1 1 1

Middle 0.33(0.14-0.74)** 0.50(0.22-1.14) 0.48(0.21-1.11)

Good 1.11(0.68-1.83) 1.83(1.09-3.05)* 1.81(1.08-3.03)*

Sad/despair 

mood

No 1 1 1

Yes 4.25(2.67-6.78)*** 2.50(1.54-4.05)*** 2.30(1.42-3.74)**

Alcohol Never drinker 1 1

Former drinker 0.79(0.36-1.72) 0.80(0.37-1.74)

Current drinker 1.06(0.51-2.20) 1.04(0.51-2.12)

Conventional 

cigarettes

Never smoker 1 1

Former smoker 1.56(0.57-4.29) 1.49(0.55-4.06)

Current smoker 3.21(1.30-7.92)* 3.08(1.28-7.39)*

Electronic 

cigarettes

Never user 1 1

Former user 2.68(0.98-7.30) 2.50(0.93-6.69)

Current user 23.98(10.01-57.44)*** 18.74(8.01-43.87)***

Second-hand 

smoking

No 1

Yes 2.85(1.68-4.8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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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배(95% CI: 2.11-3.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4에는 모델3에 간접흡연 변수를 추가하였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대부분의 변수들이 모델3에서

보여준 위험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전히 전

자담배 변수가 가장 큰 위험도를 나타냈다. 전자담

배 비사용자에 비해 과거사용자는 1.66배(95% CI:

1.17-2.35), 현재사용자는 7.76배(95% CI: 5.56-10.82)

더 약물사용 경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변수는 간접흡연 경험이 없었던 학생에 비

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약 2.60배(95% CI: 2.13-

3.17) 더 약물사용 경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단, 음주 변수의 경우에는 위험도 값의 크

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지속

되지 못했다.

5. 관련 요인들과 금지약물의 현재사용 위험도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연령, 성별, 중고등학교

및 경제상태 변수를 독립변수 포함하고, 금지약물의

현재사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네 변수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은 금지약물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약 5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 0.45, 95% CI: 0.27-

0.74).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금지약물 현재사용

위험도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상태가 ‘하’인 학생은 ‘상’인 학생에 비해 금지

약물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확률이 2.31배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OR: 2.31, 95% CI: 1.42-3.75).

모델2에는 학업성적 변수와 슬픔·절망감 변수를 추

가하였다. 학업성적 변수는 성적인 낮은 학생에 비

해서 보통인 학생이 현재도 금지약물을 사용할 위험

도는 약 67%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OR: 0.33,

95% CI: 0.14-0.74). 하지만, 성적인 낮은 학생에 비

해서 성적이 높은 학생의 금지약물 현재사용 위험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슬픔

절망감을 경험한 학생은 금지약물 현재사용 위험도

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약 4.25배(95% CI:

2.67-6.7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존

의 변수 즉, 연령과 성별 및 경제상태 변수는 여전

히 통계적인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위험

도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델3에는 모델2에 다시 음주,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흡연 변수의 경우에는 비

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만이 3.21배(95% CI: 1.90-

3.84) 더 현재약물사용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변수의 경우

에는 비사용자에 비해 과거사용자는 경계선 상의 통

계적 유의성(p= .055)을 보이며, 2.68배(95% CI: 0.98-

7.30) 더 현재약물사용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전자담배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23.98배(95% CI: 10.01-57.44) 더 현재약물사용의 위

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변수가 보

정된 상태에서, 연령, 성별, 중고등학교 및 음주 변

수는 더 이상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며,

경제상태 변수와 슬픔·절망감 변수는 계속해서 통계

적인 유의성이 유지됨을 보여주었다. 즉, 경제상태가

상인 학생에 비해서 경제상태가 하인 학생은 약 1.44

배 더 금지약물 현재사용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슬픔절망감을 경험한 학생은 금지약물 현

재사용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약 2.56

배(95% CI: 2.11-3.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4에는 모델3에 간접흡연 변수를 추가하였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대부분의 변수들이 모델3에서

와 유사한 위험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전

자담배 비사용자에 비해 현재사용자는 18.74배(95%

CI: 8.01-43.87) 더 약물사용 경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변수는 간접흡연 경험이

없었던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약 2.85

배(95% CI: 1.68-4.83) 더 약물사용 경험의 위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경험과

관련 있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인구학적 변수와 건강행태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최

종 모델에서 전자담배 사용, 간접흡연, 일반담배 흡

연, 음주, 슬픔·절망감 및 경제상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단순한 약물사용 경험이 아닌 현재 습관

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태와 관련 있는 요인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역시 인구

학적 변수와 건강행태 변수의 영향을 보정한 모델에

서, 최종적으로 전자담배 사용, 간접흡연, 일반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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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학업성적, 경제상태 및 슬픔·절망변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지약물 사용경험율은

2014년 0.4%에서 2016년 0.8%로 2년 사이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금지약물 사용경험’ 및 ‘현재 습관적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두 분석 모두에서 공통

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된 것은 전자담배 사용,

간접흡연, 일반담배 흡연, 슬픔·절망감 및 경제상태

변수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인 것은 전

자담배 사용으로써, 전자담배를 전혀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서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

들의 경우‘금지약물 사용경험’에 대해서는 약 7배,

‘현재 습관적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 18배

정도 더 금지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습관적 금지약물 사용과 매우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어린

나이에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들은 나중에 다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국의 최근 연구에

의하여 지지되어 진다.14) 또한, 전자담배를 시험 삼

아 경험해본 청소년들은 약 20개월 후에 대마초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에 의하

여도 지지되어 진다.15) 일부 학생들은 전자담배를 대

마초와 함께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16)

일반 담배의 흡연과 관련해서는 전혀 흡연한 경험

이 없는 학생에 비해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

생의 경우, ‘금지약물 사용경험’에 대해서는 약 2.6

배, ‘현재 습관적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

3.1배 정도 더 금지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결과는 청소년기의 흡연 빈도

는 대마초 사용빈도와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여 지지되어 진다.17) 슬픔·절망감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금지약물 사용경험’에 대해서는 약 2.4배, ‘현재 습

관적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 2.3배 정도 더

금지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 분노, 약물사용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8) 경제

상태와 관련해서는 경제상태 ‘상’인 학생에 비해서,

‘하’인 학생의 경우, 금지약물 사용경험’에 대해서는

약 1.3배, ‘현재 습관적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는 약 2.0배 정도 더 금지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가

약물사용의 증가나 진통제 처방의 증가와 관련이 있

다고 하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19) 선행연구에 따

르면 음주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과 유관한 변

수로 보고되고 있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

의 경우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금지약물의 경험여

부나 현재의 습관적인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더

이상 통계적인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연과 청소년들의 금지약물

사용과의 관계도 평가하였다. 가정에서 간접흡연 경

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금지약물 사용경험’에 대해서는 약 2.6배, ‘현재 습

관적 금지약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 2.85배 정도

더 금지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현재까지 간접흡연과 금지약물과의 관계를 직

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크게 두 가

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담배연기와

함께 배출되는 니코틴이 간접흡연 학생들에게 흡수

되어21-23) 생리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가정

은, 니코틴은 대마초의 주요 환각 성분인 테트라히

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과 상호작

용을 하며, THC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선

행연구에 의하여 지지되어 진다.24) 또한 21 mg의 니

코틴을 경피에 적용시킨 이중맹검법 실험에서, 니코

틴이 대마초 사용의 생리적 및 주관적 효과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

고된 바 있다.25) 두 번째로, 집에서의 간접흡연 경험

은 가족 또는 동거인 중에 흡연자가 있음을 의미하

고, 흡연 행위는 여러 가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

강행태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0)

특히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잘 받는 연

령계층이므로, 이러한 행동 요인들 자체가 청소년들

의 약물사용 행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

니라 외국에서도 간접흡연과 청소년의 금지약물 사

용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논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간접흡연과 청소년의 약물사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본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들의 금지약물 사용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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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건교육에 전자담배 사용과 간접흡연 대한 내

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

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욱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

용된 방법은 단면연구로서, 회상편견(recall bias)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의 인과적 연관성(causality)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금

지약물 사용경험 뿐 만 아니라, 현재 습관적인 금지

약물의 사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후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습관적 금지약물 사

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점이 다른 연구들에 비하

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금지약물

사용의 선행요인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금지약물 사용 등 다양

한 건강행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보수적으로 답변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이 실제보다 더 저평

가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사례가

전체 응답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빈도를 차지한다

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금지약

물 사용 청소년의 숫자가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고 생

각된다. 이와 같은 잠재적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금지

약물 사용이 전자담배 사용과 매우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유의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특히, 간접흡연

이 청소년들의 금지약물 경험 및 현재 습관적 사용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드문

연구로 생각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경험과

관련 있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나아가서, 현재 습관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

태와 관련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자담배 사용, 간접흡연, 일

반담배 흡연, 경제상태 및 슬픔·절망변수가 공통적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분

석되었다. 특히, 전자담배는 매우 높은 위험도를 나

타내었으며, 간접흡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

소년들의 금지약물 사용 경험 및 현재 습관적 사용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가급적 차단하

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청소년들의 금지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약물 사

용, 전자담배 사용 및 간접흡연 예방 등과 관련하여

보건 교육 및 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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