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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2014년 

5.0%이였으나, 2017년도부터 2.2%로 낮아졌다가 다시 

2018년에는 2.7%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8). 그러나 미국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은 

청소년에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Camenga et al., 

2014) 이러한 추세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 가

운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자담배와 관련해 

1,299명의 폐 질환자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9). 이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72%가 남성이었으며 또한 67%가 18∼34세에 젊은 층

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한 폐질환

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 되었는데, 이에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사용자에게 사용 중단

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Korea Min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전자담배의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아직 전자

담배의 유해성과 금연 보조제로서의 효과는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은 실정이다[CDC, 2019]. 그러나 국내의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에서 전자담배에서 여러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다고(Wang, Lee, & Kim, 2014) 

보고하였다. 국외에서도 청소년기 전자담배 사용으로 

뇌 발달 장애, 니코틴 중독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사용 

시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CDC, 2019).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담배를 금연에 효과적인 

수단이자, 궐련담배보다 건강에 덜 유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한다.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 중에서 전자담배

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8.9%, 금연 

보조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3.1%이었다(Lee, 

Lee, & Cho, 2017). 이로 청소년들이 건강에 덜 해롭

고, 금연 보조 수단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KCDC, 

2018)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의 문제점은 나이가 

어릴수록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Gr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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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owitz, & Glantz, 2014),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고, 금연 보조 수단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Grana, Popova, & Ling, 2014).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금

연 의도로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Grana, Benowitz 

et al., 2014; Lee, Grana, Glantz, 2014)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사용을 많이 할수록  

궐련흡연도 많이 한다는 연구(Lee et al., 2017), 궐련

담배와 전자담배의 중복 사용 청소년의 금연 시도 영향

요인 비교 연구(Park & Song, 2019) 등이 있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전자담배와 금연시도간의 연관성

을 파악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Grana, 

Benowitz et al., 2014; Lee et al., 2017; Park & 

Song, 2019). 

청소년의 흡연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흡연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적용해

야 한다. 흡연은 음주, 이른 성관계, 신체활동, 약물 오

남용 등 여러 불건강행위와 관련성이 높고(Chun & 

Chung, 2013), 비만, 우울, 스트레스, 수면부족, 자살

생각 등과 같은 좋지 않은 건강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Kim, Lee, Kim, Ko, Kim et al., 2013). 이

와 같이 청소년의 흡연은 여러 불건강행위와 동시에 발

생하고 좋지 않은 건강수준과 관련된 경향을 보이는데

(Jessor & Jessor, 1977), 이는 궐련형 담배 흡연의 영

향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이다. 전자담배 사용하는 청소

년들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궐련담배 흡연자와 별도

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강행위 또는 건강

수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적합한 

통합 건강증진 중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행위 특성을 

보면 전자담배 사용자는 음주, 수면, 약물경험, 성경험. 

스트레스와 연관성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et al., 

2013). 지금까지 대부분 궐련담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여서 궐련담배와 별도로 전

자담배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KCDC, 2018) 자료를 이용하여, 궐련담배와 전

자담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행위와 건강수준과 흡연

이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궐련담배 

흡연을 기준으로 전자담배 흡연과 청소년의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서 식이, 음주, 흡

연, 신체활동과 더불어 전자담배 특성을 파악하여 청소

년의 흡연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증진 전략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건강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일

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건

강행위와 건강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전자담배 흡연과 청소년의 건강

행위와 건강수준과의 연관성 정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2018)를 2차 분석하여,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

담배 흡연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건강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전국 800개 중고등

학교 60,040명에서 체질량지수가 측정되지 않은 

1,704명을 제외한 58,336명 중 궐련담배만 흡연하는 

청소년 2,426명과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청소년은 247

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 Odds ratio 

1.8,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양측 검정의 조건 

하에서 Cohen의 표본추출 근거에 따라 산출하였다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그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은 245명으로 나타났다. 58,336명 중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흡연하는 1,054명 대

상자에서 제외하였고, 미응답자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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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2020년 1월 청

소년건강행태조사(2018)의 원시자료 사용 승인을 받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기관생

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2014년에 받아(2014- 

06EXP-02-P-A), 2015년부터는 IRB심의 없이 제2조 

2항 1호(생명윤리 및 안전 법률 시행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자료수집부터 분석에는 윤리적 문제점이 없다.

4. 연구 도구

1) 궐련흡연과 전자담배 흡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최근 한달 기준, 담배를 한 개

비 이상 피운 날이 며칠입니까?’에 ‘1일 이상’을 ‘궐련

담배 흡연자’로, ‘최근 한달 기준 전자담배를 사용한 날

은 며칠입니까?’에 ‘1일 이상’을 ‘전자담배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2)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거주지

역, 학교급,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부모의 학

력이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거주지역은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으로 구분하였다. 학교급은 ‘중학

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로 구분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은 ‘상’, ‘중상’, ‘중’, ‘중하’, 

‘하’를 ‘상’, ‘중’, ‘하’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부모

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건강행위

연구 대상자의 건강행위 특성은 2002년 World 

Health Report(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에서 대표적인 건강행위 변수인 아침 식사 섭취, 음주, 

성관계 경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약물 경험을 사용

하였다. 아침 식사 섭취는 ‘주 0-4회’, ‘주5회 이상’으

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가 ‘비

음주’, ‘월 1회 이상’부터가 ‘음주’로 분류한다. 성관계 

경험은 동성 또는 이성과의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은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60분 이상 한 날이 며칠입니

까?”에 주3일이상은 ‘실천’으로, 주3일미만은 ‘비실천’

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약물경험은 “지금까지 습관

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

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없다’와 ‘있다’로 

구분하였다.

4) 건강수준

건강수준은 대상자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한 건강지표 역할을 한다(Laing, 1986). 청소년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 수

면충족, 자살생각이다.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25kg/m² 

이상인 경우로 비만, 과체중은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 정상체중은 체질량지수 5

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위수 미만, 저체중은 체질량

지수 5백분위수 미만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KCDC,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느끼는 스트

레스의 주관적 느낌에 ‘별로 느끼지 않음과 전혀 느끼

지 않음’을 ‘스트레스 없음’, ‘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낌’을 ‘스트레스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우

울감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2주 동안의 일상생활을 중

단할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의 여부로 구분하였다. 수

면충족은 최근 일주일 동안,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충

분히 잤는지의 질문으로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저 그렇다’를 ‘수면 충족’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

분하지 않다’를 ‘수면 미충족’으로 구분하였다. 자살생

각은 최근 1년 동안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의 여부로 구분하였다.

5. 자료 분석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층화 집락추출법을 적

용하여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하여 복합표

본분석을 시행하였다.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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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test로 분석하였다.

∙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건

강행위와 건강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test로

분석하였다.

∙ 궐련담배 흡연을 기준으로 한 전자담배 흡연과 건강

행태와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

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인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

연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복합표본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궐련담

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 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χ2 

=28.486, p<.001), 경제적 수준(χ2=6.582, p<.05), 어

머니 교육수준(χ2=7.433, p<.05)이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igarette Smokers and Electronic Smokers 

Variables

Smoking type
Total

(n=2,673, 
weighted % 

=100.0)
 χ2 p

Cigarette 
smokers 
(n=2,426, 

weighted %=90.7)

Electronic 
smokers 
(n=247, 

weighted %=9.3)

n(weighted %)

Gender

28.486 <.001   Boy 1,646(70.2) 205(86.3) 1,851(71.7)

   Girl 780(29.8) 42(13.7) 822(28.3)

Living area

0.599 .731
  Big city 1,020(39.5) 113(42.0) 1,133(39.7)

  Middle and small city 1,221(53.8) 117(51.8) 1,338(53.6)

  Country 185(6.7) 17(6.2) 202(6.7)

School grade

3.063 .231
   Middle school 576(22.1) 73(26.7) 649(22.5)

   High school(General) 1,251(52.9) 121(51.1) 1,372(52.7)

   High school(Characterization) 599(25.0) 53(22.2) 652(24.8)

School achievement

4.273 .114
   High 561(22.6) 72(28.3) 633(23.1)

   Medium 573(25.1) 55(22.5) 628(24.8)

   Low 1,292(52.4) 120(49.2) 1,412(52.1)

Economic status of family

6.582 .033
   High 867(35.9) 104(44.0) 971(36.6)

   Medium 1,059(44.2) 100(39.4) 1,159(43.8)

   Low 500(19.9) 43(16.6) 543(19.6)

Father’s education

1.474 .478
  highschool 852(35.0) 79(31.6) 931(34.7)

  college 1,025(43.1) 108(46.8) 1,133(43.4)

  unknown 549(21.9) 60(21.6) 609(21.8)

Mother’s education

7.433 .020
  highschool 952(39.1) 79(31.2) 1031(38.3)

  college 956(40.1) 99(42.2) 1,055(40.3)

  unknown 518(20.8) 69(26.6) 5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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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성별의 차이를 보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

은 남학생의 비율이 70.2%로 나타난 반면 전자담배 흡

연 청소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86.3%로 나타나, 전자담

배 흡연 청소년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집단 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보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은 ‘상’ 수준이 35.9%인 반면 전자담배 흡연 청

소년은 ‘상’ 수준이 44.0%로 나타나, 전자담배 흡연 청

소년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어머니

의 학력을 보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은 ‘고졸 이하’의 

비율이 39.1%로 나타난 반면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은 

‘고졸 이하’의 비율이 31.2%로 나타나,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의 어머니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

년의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건

강행위 및 건강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복합표본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음주

(χ2=8.044, p=.007),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χ2=4.387, 

p=.045), 약물 경험(χ2=33.316, p<.001), 수면 충족(χ
2=8.129, p=.004)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집단 간 음주율의 차이를 보면 궐련담배 흡연 청소

년의 음주율이 66.1%로 나타난 반면 전자담배 흡연 청

소년의 음주율은 57.1%로 나타나, 궐련담배 흡연 청소

년의 음주율이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위험 음주율의 차이를 보면 궐

련담배 흡연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이 47.9%로 나타난 

반면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은 37.5%로 

나타나, 음주율과 마찬가지로 위험 음주율도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보다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단 간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를 보

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66.7%

로 나타났고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은 73.3%로 나타나,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집단 간 약물 경험의 차이를 보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은 2.2%가 약물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

자담배 흡연 청소년은 8.5%가 약물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

보다 약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집단 간 수면 충족의 차이를 보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은 수면 충족률이 46.4%로 나타났고 전자

담배 흡연 청소년은 수면 충족률이 55.9%로 나타나,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수면 충족률이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3. 궐련담배 흡연을 기준으로 전자담배 흡연과 

청소년의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과의 관련성

 

궐련담배 흡연을 기준으로 전자담배 흡연과 청소년

의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먼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행위 및 건강

수준 변수와 전자담배 흡연 간 일대일 관계를 확인하

고, 그 중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전자담배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앞서 진행한 카이제

곱 검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음주(OR=0.683, p<.01), 

중등도 신체활동(OR=1.367, p<.05), 수면 충족(OR=1.464, 

p<.01), 약물 경험(OR=4.14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중등

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수면 충족을 하는 경우, 약물 

경험을 한 경우 전자담배 흡연율이 궐련답매 흡연 기준

으로 높았다.

한편 유의한 변수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

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앞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한 일반적 특성 변수인 성별, 경제적 수준, 어

머니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보정하였다. 그 결과 음주

(OR=0.753, p<.05), 수면 충족(OR=1.338, p<.05), 약

물 경험(OR=4.124, p<.001)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수면을 충족한 경우, 약물경

험을 한 경우 궐련담배 흡연율에 비해 전자담배 흡연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음주와 수면 비충족은 전

자담배 흡연에 비해 궐련흡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약물 경험은 궐련흡연에 비해 전자담배 흡연

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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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KCDC, 2018)

의 원시자료를  2차 분석 연구하여 궐련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건강수준을 비교하

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최근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청소년을 현혹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교묘한 마케팅으로 

Table 2.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s and Health Status according to Cigarette Smokers and 
Electronic Smokers 

Variables

Smoking type
Total

(n=2,673, 
weighted 
%=100.0)

χ2 p

Cigarette 
smokers 
(n=2,426, 

weighted %=90.7)

Electronic 
smokers 

(n=247, weighted 
%=9.3)

n(weighted %)

Health behaviors

Breakfast intake

0.457 .482  0-4 times/week 1,502(61.4) 142(59.2) 1,644(61.2)

  ≥5 times/week 924(38.6) 105(40.8) 1,029(38.8)

Drinking

8.044 .007  Yes 1,595(66.1) 139(57.1) 1,734(65.3)

  No 831(33.9) 108(42.9) 939(34.7)

Sexual relations

3.111 .074  Yes 639(26.6) 78(31.8) 717(27.1)

  No 1,787(73.4) 169(68.2) 1,956(72.9)

Moderate physical activity

4.387 .045  Yes 1,622(66.7) 181(73.3) 1,803(67.3)

  No 804(33.3) 66(26.7) 870(32.7)

Substance experience

33.316 <.001  Yes 58(2.2) 23(8.5) 81(2.8)

  No 2,368(97.8) 224(91.5) 2,592(97.2)

Health status

Body mass index(BMI)

0.537 .911

  Low 65(2.5) 7(2.5) 72(2.5)

  Average 1,920(79.5) 195(79.9) 2,115(79.5)

  Over weight 283(11.7) 28(10.5) 311(11.6)

  Obese 158(6.3) 17(7.2) 175(6.4)

Perceived Stess

0.955 .346  Yes 2,043(84.0) 197(81.6) 2,240(83.8)

  No 383(16.0) 50(18.4) 433(16.2)

Depression

2.280 .126  Yes 961(38.7) 82(33.8) 1,043(38.2)

  No 1,465(61.3) 165(66.2) 1,630(61.8)

Perceived Sleep

8.129 .004  Yes 1,119(46.4) 132(55.9) 1,251(47.3)

  No 1,307(53.6) 115(44.1) 1,422(52.7)

Suicidal ideation

0.014 .907  Yes 482(18.6) 42(18.3) 524(18.5)

  No 1,944(81.4) 205(81.7) 2,14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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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궐련담배와 동시에 전자담배의 위험에 고스란

히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흡연이 청소년의 건강행위

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행된 적이 

있으나(Song, Doo, & Choi, 2017), 청소년 건강행위

나 건강수준과 전자담배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

강행위 및 건강수준과 궐련흡연 및 전자담배 흡연과의 

연관성의 정도를 비교해서 파악하여 궐련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특성화된 금연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궐련담배만 흡연하는 청소년은 2,426명(90.7%), 전

자담배만 흡연하는 청소년은 247명(9.3%)으로 궐련담

배만 흡연하는 청소년은 전자담배만 흡연하는 청소년의 

10배 정도 되는 수치이다. 이는 궐련과 전자담배를 중

복으로 흡연하는 청소년을 제외한 수치로,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의 각각의 단일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흡연자 중 전자담배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32.0%로 나타나 실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서 전자담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청

소년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

(Amrock, Zakhar, Zhou, Weitzman, et al., 2015; 

Wills, Knight, Williams, Pagano, Sargent, et al.., 

2015)과 액상 니코틴 사용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자담

배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금연의 목적으로 전자담배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자담배를 호기심으로 시작

한 청소년은 결국 더 강한 니코틴을 원하게 되며 궐련

형 담배 흡연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해

야 한다(Kim, 2017).

궐련담배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 간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보면 성별, 경제적 수준, 어머니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

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

구에서와 같이 남학생에게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가능성

이 여학생에 비해 3.46배 높았으며, 궐련형 담배의 흡

연 가능성이 2.85배 높았다(Kim, Wang, Lee, & 

Rhim, 2013). 이는 전자담배 흡연에 있어서 성별을 고

려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수준이 ‘상’인 비

율과,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대졸이상’ 비율이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이 궐련 흡연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전자

담배 가격이 궐련형 담배보다 높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Table 3. The Effect of Electronic Smoking on Health Behaviors and Health Status

Variables

Univariate Crude Adjusted Model 1

Cigarette 
smokers 

Electronic smokers Cigarette 
smokers 

Electronic smokers

OR(95% CI) p AOR(95% CI) p

Health behaviors

  Breakfast intake 1 0.912 (0.706-1.178) .482

  Drinking 1 0.683 (0.516-0.903) .008 1 0.753 (0.568-0.998) .048

  Sexual relations 1 1.288 (0.975-1.701) .074

  Moderate physical 
activity

1 1.367 (1.006-1.859) .046 1 1.167 (0.856-1.590) .329

  Substance experience 1 4.149 (2.517-6.840) <.001 1 4.124 (2.463-6.907) <.001

Health status

  Body mass index(BMI)

    Low weight 1 0.989 (0.447-2.189) .978

    Over weight 1 0.890 (0.565-1.401) .614

    Obesity 1 1.124 (0.660-1.915) .667

  Perceived Stress 1 0.845 (0.594-1.200) .346

  Depression 1 0.809 (0.616-1.062) .126

  Perceived Sleep 1 1.464 (1.126-1.902) .004 1 1.338 (1.019-1.756) .036

  Suicidal ideation 1 0.979 (0.692-1.386) .907
 AOR=Adjusting for sex, economic status, and mother’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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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이 좋아 용돈이 많은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여건

이 좋은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가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높았다.

청소년의 궐련흡연을 기준으로 전자담배 흡연과 건

강행위 및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 음주를 하

지 않는 경우, 수면을 충족한 경우, 약물경험을 한 경우 

궐련담배 흡연율에 비해 전자담배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음주와 수면 비충족은 전자담배 흡연에 

비해 궐련흡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약물 

경험은 궐련흡연에 비해 전자담배 흡연의 위험성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인에 비하여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이 약할 뿐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미성숙하여, 충동적이

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할 위험이 높다

(Amrock et al., 2015). 이처럼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부적절

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결과 중 하나

가 약물, 담배와 술을 사용하는 것이다(Wills et al.., 

2015).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은 음주나, 성경험 등 

일탈행위(Abrantes et al., 2009; Chung & Joung, 

2014)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청소년의 문

제행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일탈경험을 촉진시킨다(Jessor, 1992). 음

주를 하는 청소년은 흡연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음

주빈도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이

를 지지하고 있다(Lee, Seo, Middlestadt, Lin 2015; 

Song., 2017). 청소년의 음주경험은 비흡연자를 기준

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할 가능성을 2.67배 높았으며, 궐

련형 담배를 흡연할 가능성이 6.04배 높았다(Kim et 

al., 2013). 전자담배에 비해 궐련형 담배가 음주와의 

관련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의 수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과 불면에 관한 

역학연구를 보면 비흡연군에 비해 궐련 흡연군에서 불

면증이 1.5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Lau, Yu, Cheung, 

Leung, 2000). 전자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자극한다는 보

고가 있는데(Pokhrel, Little, Fagan, Muranaka, 

Herzog, 2014), 이로 인하여 흡연 청소년들이 수면 개

시와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수면의 질에 불만족을 

보인다(Camenga et al., 2014). 주관적 수면이 불충

분한 청소년은 흡연경험이 1.4배 높았던 연구결과에서

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수면과 흡연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Lee & Kim, 2017). 불면증과 흡연의 관계를 밝

혀 청소년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약물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서 전자담

배 흡연이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14.48배로 약

물과 전자담배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일반

담배를 흡연할 가능성은 3.05배에 그쳐, 궐련담배에 비

해 전자담배가 약물오남용과 관련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13). 흥미를 추구하는 성향과 충동

성이 높은 청소년이 약물 경험이 많고, 전자담배를 사

용하는 경험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Lee, 

& Min, 2017). 흡연은 흡입제, 환각제 및 마약 등의 

약물로 가는 관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Lee, 

Kim, Shin, Park, & Tockgo, 1997), 청소년들이 더 

강력한 중독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Jessor와 Jessor (1977)는 문제행동이론에서 청소년

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들은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흡연, 음주, 이른 성관계 등이 청소

년기에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행동들로 이들은 서로 상

호관련성이 있으며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궐련흡연에서 불건강행위인 음

주와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면 불충족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전자담배 흡연에서는 약물 경험

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Jessor, 1992; Park et al.,  

2017). 각각의 행태는 다르지만 불건강행위 또는 불건

강수준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긍정적으

로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는 2차 자료이기에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의 흡연 영향요

인 선택이 제한되어 있어, 후속 연구에서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궐련흡연 청소년은 특히 음주와, 수면불충족의 영향

을 고려하고,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은 약물경험을 고려

하여 동시에 여러 불건강행위를 예방하고 중재하는 흡

연유형별 특성화된 금연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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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

사를 2차 분석 연구하여 궐련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건강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궐련흡연 청소년과 전

자담배 흡연 청소년은 성별, 경제적 수준, 어머니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궐련흡연을 기준으로 전

자담배 흡연과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수면을 충족한 경우, 약

물경험을 한 경우 궐련담배 흡연율에 비해 전자담배 흡

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궐련흡연에서 음주와 수

면 불충족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전자담배 흡연에서

는 약물 경험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청소년의 건강관리 실무 현장에서는 청

소년의 흡연 유형에 따라서 연관성이 높은 불건강행위

를 동시에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으로 청소년에게 궐련흡연뿐 아니

라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금연교육 콘텐

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에서는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처음 전자담배 사용시기, 전자담배 사용기간, 전자담배 

사용 이유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과 관련된 면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보다는 변수간의 연관성 정도를 

파악한 정도로 연구의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와 흡연유형별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 특징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를 구성

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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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moking and Health Behavior

and Status: Comparison between Cigarette and E-cigarette

Park, Min H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okwang University)

Song, Hye 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health 

behavior and the status of cigarette or e-cigarette smoking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as secondary analysis research, used the raw data from the 14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8.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Rao-Scott χ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Differences in gender, economic levels, and the educational levels 

of mothers were observed between cigarette smoking and e-cigarette smoking adolesc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health behavior and status was examined by comparing 

cigarette and e-cigarette smok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io of e-cigarettes was 

relatively higher in adolescents who have substance experiences. In contrast, cigarette smoking 

was related to drinking and perceived lack of sleep.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healthy behavior that is strongly related to the smoking types of 

adolescents and health promotion programs.

Key words : Adolescent, Cigarette, E-cigarette,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