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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dual use of combustible and electronic cigarettes is gaining popularity
among adolescent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ir dual u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trend of changes in the prevalence of dual users and to investigate associated factors with the
dual use.
Methods: Using data from the 2016-2018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the frequency
of smoking, electronic cigarette use, and dual use was assessed among students aged between
13 and 18 years old. Using the date between 2016 and 2017,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associated factors related to the dual use among 7,781
current smokers.
Results: The dual use of both combustible and e-cigarettes was increased from 2.94% in 2016
to 3.32% in 2018 although smoking prevalence was at a steady state in male students. The dual
user proportion of male current smokers was changed from 30.4% in 2016 to 35.4% in 2018.
Those who had experienced illegal drug use are more likely to be dual user of conventional
tobacco and electronic cigarette than those who did not experienced illegal drug use (aOR
2.05, 95% CI 1.50-2.80 in male; aOR 5.03, 95% CI 1.50-2.80 in female). Smoking amount was
an important associated factor of dual use among adolescents, while alcohol drinking and
depressive mood were important factors of dual use in male adolescent only.
Conclusion: The dual use of both conventional and electronic cigarettes has been an increasing prevalence among adolescents after 2016, with several important factors such as illegal
drug use and smoking amount.
Key Words: Electronic cigarette; Dual use; Adolescent; Nicotine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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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에 대한 한 연구에서 일반담배 흡연 횟수가 높을수록 전자담배
사용 횟수도 높아져 니코틴 의존도와 복합사용의 연관성을 보여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vapor)는 액상형 전자담배

주었다. 이처럼 청소년에서 높은 니코틴의존도와 복합사용이 상

를 말하며, 연소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터리로 니코틴, 글리세린

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이 포함된 용액을 가열하여 기화된 니코틴 용액을 증기로 흡입

있다.(12)

하도록 하는 전자기구이다.(1)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에서 전자

청소년에서 남학생이거나, 고등학생, 용돈이 많거나, 스트레

담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2019

스가 높은 경우 복합사용과 연관성을 보였다.(13) 성인에서 복

년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이 고등학생 중 27.5%, 중학생 중

합사용자는 젊고, 학력이 높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10.5%로 보고되어 2012년 2.1%에 비해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에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지난 12개월간 금연시도 한 경험이나,

증가하였다.(2) 이때 사용한 전자담배 대부분 (59.1-88.8%)이

금연방법으로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한 경우 복합사용자가 많아

쥴(Juul)이다.(3) 청소년기 전자담배 사용은 니코틴에 노출을 쉽

서 전자담배 사용의 목적이 금연임을 보여주었다.(14,15) 음주,

게 하면서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게 되고, 청소년기에 지속적으

약물 사용 등은 일반담배와 연관성도 잘 알려져 있지만 전자담

로 니코틴에 노출되면 성장기 뇌피질에 영향을 주어 불안, 학습

배와도 연관성이 있다. 또한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복합

능력의 저하, 약물 남용 등 건강위해가 발생한다.(4,5)

사용 위험이 3.8배나 높았다.(16) 이와 같은 복합사용자의 특성

2007년 국내에 전자담배가 도입된 이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에 대한 연구결과는 주로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교한 결과로 흡

사용률은 고등학생에서 2011년 6.1%에서 2014년 7.4%로 증

연자와 복합사용자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자담배 단독

가하다가(6) 2016년 이후 감소하여, 미국 청소년과 비교해 현저

사용자에 비해 흡연자가 복합사용자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

히 낮은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였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감

문에 청소년 흡연자와 복합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

소는 남학생에서 현재 흡연율이 9.2%에서 7.8%로 감소하는 시

관련 요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에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도

이에 본 연구에서 대표성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입 등 강력한 금연정책과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등 흡연 환경이

이용하여 금연정책이 급변하는 2016년부터 청소년에서 전자담

변화하는 때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학생의 흡연율은 계속 증

배 사용률, 복합 사용률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고 청소년 복합

가하고 전자담배 사용률의 변화도 없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사용자의 특성 및 흡연관련 요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보인다. 이 시기에 일반담배를 사용하던 흡연자가 액상형(e-

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복합사용의

cigarette)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heat not burn tobacco

현황파악과 함께 복합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products, HnB products) 사용자로 바뀌거나, 복합사용자가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되면서 담배사용 변화의 예측이 어렵다.
성인흡연자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

방

법

금연에 실패하고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사
용자가 된다.(7,8) 하지만 청소년 흡연자에서 금연시도와 전자

1. 연구대상

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선행연구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제12-14차 청소년 건강행

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국내 연구에서 금연시도 경

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

험이 있는 청소년 흡연자인 경우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한다

온라인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 행태

고 보고하였지만(9)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은

에 대한 대표성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

연구도 있다.(10)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추적조사한 결

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단면 연구조사이다. 층화집락 표본추

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고, 처음에 복합사용자인 경우 12개월

출방법을 적용하였고,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표본오차를 최소

후에도 대부분 복합사용자였다.(10) 2011년 국내 청소년의

화하기 위해 17개 시ㆍ도를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분

3.6%가 복합사용자였고,(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4.7%)의

류하여 44개의 지역군으로 분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1:1 비

82%, 일반담배 흡연자의 28.7%가 복합사용자였다.(11) 청소년

율로 하여 배분한다. 시ㆍ도별, 도시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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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였다. 조사 결과는 흡연율의 차이 때문에 남ㆍ녀로 나누어서 제
시하였다.
2. 연구변수
1) 흡연 관련 변수의 정의
현재 흡연자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자로
정의하였다. 흡연량과 흡연 기간은 청소년 온라인 조사 설문에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정의하였다. 지금까
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없으면 비흡연자(Never
smoker), 피워본 적이 있지만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
도 피운 날이 월 1일 미만이면 과거 흡연자(Ex-smoker)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자 담배는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를 말하며 궐련형 전자담배(HnB products)는 제외하
였다. 전자 담배 사용은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없다
고 응답하면 전자담배 비사용자(Never e-cigarette user), 사
용한 적 있지만 최근 30일동안 월 1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전
자담배 과거 사용자(Former e-cigarette user), 최근 30일동

2016 (N=31,725)

여학생은 비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로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2018 (N=30,463)

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87,228명 남학생과 89,113명의

Male

하고 있는 남학생 8,662명 (9.50%)과 여학생 2,841명(3.14%)

Table 1. The prevalence of cigarette smoking and e-cigarette use among adolescent [weighted %, 95% CI].

누어서 흡연 상태를 보았고 (표 1), 이 중 현재 일반담배 흡연을

2017 (N=31,624)

본 연구에서 총 187,844명의 대상자에서 연도별, 성별로 나

2016 (N=33,803)

명), 제 13차(2018년) 95.6% (62,823명 중 60,040명)이었다.

3.10 (2.89-3.33)
8.12 (7.78-8.46)
3.93 (3.69-4.18)
1.13 (1.00-1.28)
3.73 (3.50-3.98)
0.93 (0.81-1.07)
1.88 (1.72-2.06)
0.92 (0.80-1.06)
2.78 (2.58-2.99)
6.83 (6.53-7.14)
3.21 (3.00-3.44)
0.88 (0.77-1.00)
3.05 (2.85-3.27)
0.72 (0.62-0.84)
1.52 (1.37-1.67)
0.82 (0.71-0.94)

중 65,528명), 제 13차(2017년) 95.8% (64,991명 중 62,276

3.29 (3.08-3.51)
7.12 (6.82-7.43)
3.00 (2.80-3.21)
1.12 (1.00-1.26)
2.69 (2.50-2.89)
0.81 (0.70-0.92)
1.09 (0.98-1.23)
0.79 (0.69-0.90)

사이다. 이 조사의 참여율은 12차(2016년) 96.4% (67,983명

12.30 (11.90-12.72)
21.15 (20.65-21.65)
10.20 (9.83-10.59)
4.13 (3.88-4.39)
9.39 (9.03-9.71)
3.32 (3.10-3.56)
2.74 (2.54-2.95)
3.33 (3.11-3.57)

컴퓨터에서 조사 자료를 입력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

11.60 (11.23-11.99)
20.11 (19.64-20.59)
10.19 (9.93-10.56)
3.33 (3.12-3.56)
9.47 (9.12-9.82)
2.62 (2.43-2.82)
3.35 (3.14-3.58)
3.50 (3.28-3.73)

정한다. 표본 학급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무작위로 배치된 학교

13.39 (13.00-13.79)
21.93 (21.46-22.41)
10.53 (10.18-10.89)
3.83 (3.61-4.07)
9.64 (9.30-9.99)
2.94 (2.75-3.15)
2.90 (2.71-3.10)
3.80 (3.58-4.03)

배분하고 최종 중학교, 고등학교 각 400개교, 1200개 학급을 선

2017 (N=30,652)

2018 (N=29,577)

군지역), 남/녀/공학, 일반계고/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크기를

자(Current e-cigarette user)로 분류하였다. 일반담배와 전
자담배를 각각 최근 30일동안 월 1일 이상 이용했다면 복합사용
자로 분류하였다.
2) 흡연 행태 관련 변수
흡연관련 특성으로 흡연량, 첫 담배 사용 시기, 첫 담배 종류,
금연 시도 경험, 담배 접근성, 전자담배 사용 이유, 담배광고 노
출, 학교 금연 교육 경험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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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e-cigarette user
Ever cigarette user
Currentsmokers or e-cigarette user
Current e-cigarette user
Current cigarette smokers
Dual user
Smoker with never e-cigarette use
Smokers with former e-cigarette use

안 월 1일 이상 사용하면 전자담배 사용하면 전자담배 현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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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두 담배의 시작 시기를 비교하여 먼저 시작한 담
배에 따라 첫 담배의 종류를 일반담배, 전자담배, 같은 해 동시

151 (31.37)
28 (5.79)
329 (62.84)

2018 (N=1,076)

음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시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54 (24.97)
513 (49.66)
N=513 (100)

흡연 시작 시기는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때와 처

사용 등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12개월 동안 담배를 끊으려

사회경제적 특성은 학교종류(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교), 성별, 지역(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일주일 용돈(1만
원 미만, 5만원 미만, 5-10만원, 10만원 이상), 경제상태(상, 중중상, 하-중하)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지난 30일간 음주를 했는
지 여부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 여부로 나누어서 건강행태
변수로 포함하였다. 청소년 흡연과 연관된 변수로 지난 12개월
간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지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을 복용하거나 본
드를 흡입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의 평생 흡연 경험율, 평생 전자담배 경험율, 현재
흡연률, 현재 전자담배 사용률과 함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둘 다 사용한 복합사용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현재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에 따라 복합 사용자, 전자담배 과거 사
용자, 전자담배 비사용자 세 군으로 구분하여, 세 군에서 대상자

79 (18.64)
53 (12.66)
309 (68.70)

112 (25.85)
37 (7.88)
284 (66.27)
97 (19.85)
65 (13.48)
331 (66.67)

2017 (N=911)

209 (23.61)
441 (50.31)
N=441 (100)
241 (30.01)
501 (59.26)
N=501 (100)

104 (19.59)
71 (14.30)
326 (66.11)
*There were other reason such as possible use within indoor space, easy to buy, better taste, good odor, no tobacco smell, curiosity.

3) 사회 인구학적 변수

406 (21.72)
219 (12.26)
1,214 (66.02)

일반담배 대체용이 목적인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528 (24.00)
379 (17.82)
1,268 (58.18)

은 맛과 향, 실내에서 피우거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등 편의나

579 (31.50)
110 (6.34)
1,136 (62.16)

을 목적으로 한 군은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한 군으로, 좋

465 (25.96)
139 (7.76)
1,219 (66.28)

이 더 좋아서 등이었고, 본 연구에서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금연

423 (19.19)
127 (5.84)
1,614 (74.97)

울 듯해서, 실내에서 피울 수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맛/향

915 (35.36)
1,834 (70.82)
N=1,834 (100)

에 대한 응답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담배보다 덜 해로

782 (27.64)
1,839 (64.59)
N=1,839 (100)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

939 (30.54)
2,175 (69.96)
N=2,175 (100)

있다/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다/노력없이 살 수 있다” 5개의

Current e-cigarette user (%)
Ever e-cigarette user (%)
Smokers with ever e-cigarette use (%)
The first tobacco type
At the same time
E-cigarette
Cigarette
Reason for e-cigarette use
Less harmful
For quitting smoking
Curiosity & easy to use*

접근성을 “담배를 산 적 없다/불가능했다/많이 노력하면 살 수

2016 (N=854)

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할 때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담배

2018 (N=2,646)

비, 10-19개비, 20개비 이상 네 군으로 범주화 하였다. 편의점

2017 (N=2,858)

에 몇 개비 피웠는 지에 따라 매일 흡연량을 1개비 미만, 1-9개

2016 (N=3,153)

30일간 담배를 매일 피운 경우 매일 흡연자로 분류하였고, 하루

Table 2. The e-cigarette use pattern according to year among adolescent current smokers [unweighted N, weighted %].

에 있는지에 따라 학교 금연교육 경험 유무로 구분하였다. 지난

Male smokers

었고, 지난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흡연 예방 또는 금연교육 경험

Female smokers

고 시도한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금연시도 경험 유무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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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mokers according to e-cigarette use [unweighted N, weighted %].

Sex
Male
Female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Vocational school
Location
Province
Metropolitan city
City
†
Weekly allowance, KRW
None-9,999
10,000-49,999
50,000-99,999
≥100,000
Socioeconomic status
Low-Mid-low
Mid-Mid-high
High
‡
Drinking within 30days
No
Yes
§
Regular aerobic exercise
No
Yes
Substance abuse experience
No
Yes
Depressive mood in 12months
No
Yes

Dual user
(N=2,171)

Former e-cigarette user
(N=2,785)

Never e-cigarette user
(N=2,825)

1,721 (79.9)
450 (20.1)

2,293 (83.3)
492 (16.7)

2,002 (72.3)
823 (27.7)

＜0.001

468 (19.7)
1,188 (58.8)
477 (21.5)

433 (13.7)
1,503 (57.0)
815 (29.3)

791 (24.8)
1363 (53.4)
649 (21.8)

＜0.001

177 (6.2)
880 (38.9)
1,114 (54.9)

281 (7.6)
1,157 (40.9)
1,347 (51.5)

333 (9.1)
1,126 (39.1)
1,366 (51.8)

0.003

255 (11.7)
990 (45.8)
435 (19.7)
491 (22.8)

294 (10.7)
1,524 (54.5)
567 (20.3)
400 (14.5)

442 (15.4)
1,604 (57.1)
448 (15.6)
331 (11.9)

＜0.001

566 (26.3)
1,241 (56.5)
364 (17.2)

668 (23.8)
1,837 (65.6)
280 (10.6)

617 (21.5)
1,903 (67.9)
305 (10.6)

＜0.001

487 (22.4)
1,684 (77.6)

847 (29.8)
1,938 (70.2)

1,119 (40.0)
1,706 (60.0)

＜0.001

931 (42.5)
1,240 (57.5)

1,367 (49.1)
1,418 (50.9)

1,421 (50.3)
1,404 (49.7)

＜0.001

1,832 (85.9)
339 (14.1)

2,709 (98.1)
76 (1.9)

2,719 (96.5)
106 (3.5)

＜0.001

1,180 (54.7)
991 (45.3)

1,780 (64.4)
1,005 (35.6)

1,746 (61.6)
1,079 (38.4)

＜0.001

P-value*

†

*P-value is based on chi-square analysis for categorical variables. All results are from survey data that has been investigated in 2016-2017. KRW means Korean
‡
§
dollar, won. High risk drinking is defined by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gular aerobic exercise means at least 150 minutes per week
of moderate-intensity aerobic activity or 75 minutes per week of vigorous aerobic activity, or a combination of both, preferably spread throughout the week.

의 일반적인 특성, 흡연관련 특성을 빈도로 요약하여 교차분석
2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복합사용과 연

(χ -test)결과를 보여주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복

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합표본 설계방법을 사용한 자료이므로 이를 고려한 가중치가 제

(multiple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교차비와

시되어 있어서 모든 빈도분석 및 로지스틱 분석에서 가중치를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모델에 포함된 변수는 학교, 거주 지역,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중요변수 중 하나인 전자담배 사용 이유

사회경제적 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기존 연구에서 전자담

가 2018년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흡연자의 전자담배

배 사용과 연관성을 보였던 요인인 용돈, 음주와 우울감, 약물 사

사용과 연관된 요인을 확인하는 분석은2016년과 2017년 자료

용력 등과 함께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운동, 흡연량, 과거

만을 이용하였다(표 3-5).

금연시도, 금연 교육, 담배 접근성 등 흡연 및 금연 관련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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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moking behaviors of adolescent smokers according to e-cigarette use status [unweighted N, weighted %].

Previous quit
Never
Yes
Grade of smoking initiation
At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Daily smokers
No
Yes
Smoking amount (cig/day)
＜1
1-9
10-19
≥20
Education for smoking cessation
No
Yes
Seeing tobacco advertisement at convenience shop
No
Yes
Tobacco accessibility
Never
Impossible
Hard
A little hard
Easy
Reason for e-cigarette use
For quitting or less harmful
†
Curiosity & easy to use
The first tobacco
Cigarette
E-cigarette
At the same time

Dual user
(N=2,171)

Former e-cigarette user
(N=2,785)

Never e-cigarette user
(N=2,825)

629 (29.8)
1,542 (70.2)

716 (26.5)
2,056 (73.5)

954 (34.0)
1,871 (66.0)

＜0.001

861 (39.5)
1,129 (52.8)
161 (7.7)

739 (25.4)
1,837 (67.3)
206 (7.3)

552(22.2)
1,771 (61.9)
492 (15.9)

＜0.001

975 (44.9)
1,196 (55.1)

1,223 (43.8)
1,562 (56.2)

1,956 (68.5)
869 (31.5)

＜0.001

183 (8.1)
1,219 (57.6)
421 (18.9)
348 (15.4)

352 (13.2)
1,857 (67.3)
425 (14.6)
151 (4.9)

842 (30.4)
1,645 (57.7)
192 (6.9)
146 (5.0)

＜0.001

689 (37.1)
1,482 (62.9)

830 (33.2)
1,955 (66.8)

969 (34.3)
1,856 (65.7)

0.004

1,162 (56.2)
1,009 (43.8)

1,409 (55.7)
1,376 (44.3)

1,549 (61.9)
1,276 (38.1)

0.005

313 (15.1)
194 ( 9.2)
246 (10.4)
568 (25.1)
850 (40.2)

612 (22.8)
268 ( 9.5)
280 (10.3)
720 (26.4)
905 (31.0)

1,072 (40.2)
345 (11.8)
282 (9.3)
584 (19.5)
542 (19.2)

＜0.001

705 (34.9)
1,466 (65.1)

1,134 (44.9)
1,651 (55.1)

＜0.001

1,416 (69.2)
216 (10.6)
503 (20.2)

2,032 (77.0)
152 (4.4)
594 (18.6)

＜0.001

P-value*

†
*P-value is based on chi-square analysis for categorical variables. All results are from survey analysis. Other reasons were included such as use within indoor space,
easy to buy, better taste, good odor, no tobacco smell, and curiosity.

었다.

는 경우 응답이 가능한 변수이므로 두 번째 모델에만 포함하였

두 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모

다. 여학생과 남학생과의 차이가 흡연의 패턴이 차이가 있기 때

델은 전자담배 과거 사용자를 제외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문에 성별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STATA 11.0 (SPSS Inc.,

없는 전자담배 비사용자와 복합사용자를 포함하여 복합사용과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를 사용하

연관된 요인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모델은 전자담배 비사용자

였다.

를 제외하고 전자담배 과거사용자와 복합사용자 군에서 복합사
용과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자담배의
사용 이유와 처음 시작한 담배 종류는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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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associated factors for dual user among adolescent smokers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ual user vs Never e-cigarette user

School (ref. group: Middle school)
High school
Vocational school
Location (ref. group: Province)
Metropolitan city
City
Socioeconomic status (ref. group: High)
Mid-Mid-high
Low-Mid-low
†
Weekly allowance, KRW (ref. group: None-9,999)
10,000-49,999
50,000-99,999
≥100,000
Regular aerobic exercise (ref. group: No)
Yes
‡
Drinking within 30 days (ref. group: No)
Yes
Substance abuse experience (ref. group: No)
Yes
Depressive mood in 12 months (ref. group: No)
Yes
Smoking amount (cig/day, ref. group: ＜1)
1-9
10-19
≥20
Previous quit attempt in 1 year (ref. group: No)
Yes
Education for smoking cessation (ref. group: No)
Yes
Tobacco accessibility (ref. group: Never buy tobacco)
ImpossibleHard
A little hard
Easy
ll
Reason for e-cigarette use (ref. group: for health)
Curiosity & easy to use
The first tobacco (ref. group: Cigarette)
At the same time
E-cigarette

Dual user vs Former e-cigarette user

Male (N=3,723)

Female (N=1,273)

Male (N=3,987)

Female (N=926)

1.15 (0.96-1.39)
0.82 (0.65-1.03)

0.79 (0.56-1.11)
1.12 (0.76-1.63)

0.72 (0.60-0.88)
0.49 (0.39-0.61)

0.80 (0.55-1.16)
0.93 (0.61-1.42)

1.60 (1.25-2.06)
1.88 (1.47-2.41)

1.79 (1.06-3.02)
1.56 (0.93-2.61)

1.10 (0.86-1.40)
1.26 (0.99-1.59)

1.51 (0.84-2.70)
1.41 (0.80-2.51)

0.90 (0.72-1.13)
1.02 (0.79-1.32)

0.65 (0.41-1.04)
0.90 (0.55-1.47)

0.75 (0.61-0.92)
0.75 (0.59-0.95)

0.86 (0.51-1.44)
0.83 (0.48-1.43)

1.01 (0.81-1.27)
1.44(1.11-1.87)
1.50 (1.14-1.98)

1.17 (0.77 -1.76)
1.44 (0.89-2.32)
1.44 (0.88-2.36)

0.80 (0.64-1.00)
0.96 (0.75-1.23)
1.03 (0.79-1.34)

0.85 (0.52-1.37)
0.91 (0.53-1.55)
0.80 (0.46-1.38)

1.04 (0.90-1.21)

1.39 (1.04-1.86)

1.03 (0.90-1.18)

1.76 (1.29-2.42)

1.86 (1.59-2.18)

1.77(1.26 -2.49)

1.49 (1.28-1.74)

1.16 (0.78-1.70)

2.05 (1.50-2.80)

5.03 (3.13-8.08)

3.31 (2.37-4.61)

4.36 (2.55-7.46)

1.21 (1.04-1.41)

0.97 (0.73-1.27)

1.31 (1.14-1.50)

1.01 (0.75-1.35)

2.48 (2.00-3.10)
5.12 (3.81-6.88)
4.13 (2.96-5.76)

1.97 (1.31- 2.95)
6.58 (3.80-11.40)
4.81 (2.10- 6.92)

1.41 (1.11-1.79)
1.82 (1.38-2.42)
2.42 (1.74-3.37)

1.04 (0.64-1.70)
1.64 (0.91-3.00)
3.29 (1.59-6.82)

1.24 (1.06-1.46)

1.12 (0.82-1.52)

0.95 (0.82-1.11)

1.02 (0.73-1.42)

1.27 (1.09-1.48)

1.02 (0.76-1.36)

0.94 (0.82-1.09)

0.76 (0.55-1.04)

1.28 (0.98-1.67)
1.43 (1.10-1.85)
1.68 (1.35-2.10)
2.34 (1.88-2.91)

1.42 (0.87-2.32)
2.11 (1.24-3.60)
2.16 (1.43-3.26)
2.34 (1.54-3.58)

1.25 (0.96-1.64)
1.27 (0.98-1.64)
1.19 (0.96-1.47)
1.25 (1.02-1.54)

1.13 (0.63-2.01)
1.69 (0.91-3.12)
1.64 (1.02-2.63)
1.18 (0.72-1.91)

1.18 (1.03-1.35)

1.46 (1.07-1.98)

1.08 (0.91-1.28)
1.39 (1.05-1.83)

0.95 (0.66-1.37)
1.55 (0.91-2.62)

*Adjusted Odds ratios (ORs)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95% CI) were computed with multivariabl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s, adjusting for all variables
†
‡
§
in the tables. KRW means Korean dollar, won. High risk drinking is defined by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gular aerobic exercise means
at least 150 minutes per week of moderate-intensity aerobic activity or 75 minutes per week of vigorous aerobic activity, or a combination of both, preferably spread
ll
throughout the week. Other reasons were included such as use within indoor space, easy to buy, better taste, good odor, no tobacco smell, and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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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복합사용자에서 약물이나 부탄가스 등을 사용한 경험이 현저히
높고(비사용자 vs 과거사용자 vs 복합사용자, 3.5% vs 1.9% vs

1. 연도별 흡연율과 전자담배 사용률과 복합사용
2016년 이후 일반담배 흡연율의 변화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14.1%, ＜0.001), 12개월 동안 2주간 우울감 느낌을 더 많이 보
고하였다.

있었다. 남학생은 2016년 9.64%에서 2018년 9.39%로 감소한

복합사용자의 36.7%가 초등학교에 흡연을 시작하여 과거 사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17년 3.05%, 2018년 3.73%로 점차 증

용자나(25.2%), 비사용자(18.7%)보다 흡연 시작시기가 더 빨랐

가하고 있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에서 2016년

다. 매일 흡연자의 비율이 비사용자(31.5%)에 비해 전자담배 과

3.83%에서 2018년 4.13%로 상승했지만, 여학생에서 지속적

거 사용자(56.2%)와 복합사용자(55.1%)에서 더 높았고(＜0.001),

인 상승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복합사용

하루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비율이 과거사용자(5.0%)나 비사

자 비율은 남학생에서 2016년 2.94%에서 2018년 3.32%로 증

용자(4.9%)에 비해 복합사용자(16.6%)에서 높았다(＜0.001).

가하였고, 여학생에서 2016년 0.81%에서 2018년 0.93%로 미

금연 시도 경험은 전자담배 비사용자에서 낮았고, 지난 1년간 학

약한 증가만 보였다. 청소년 흡연자 중 복합 사용의 비율은 남학

교 금연교육 경험한 비율과 편의점 담배 광고 노출도 전자담배

생에서만 2016년 30.5%에서 2018년 35.4%로 증가하였다(표 1).

비사용자에서 낮았다(표 4).

전자담배를 사용경험이 있는 흡연자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

가게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 쉬웠다고 한 비율이 복합사용자에

배를 시작한 시기를 비교하여 먼저 시작한 담배종류를 비교해보

서 더 높았고, 전자담배 사용 목적이 복합사용자에서 금연 등 건

면 남학생 중 68.1%, 여학생 중 65.2%가 일반담배로 시작하였

강을 위하기 보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한 등 일반담배 대

고,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비율이 여학생에서 더 높았다(9.0% vs

체재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였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모

6.6%). 청소년 흡연자에서 전자담배 사용하는 목적은 호기심 때

두 경험이 있는 경우 전자담배 과거사용군에 비해 복합사용자에

문이 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자담배가 덜 해로울 거 같

서 담배사용을 전자담배로 시작한 비율이 높았다(과거사용자 vs

아서(20.3%), 향이 좋아서(11%), 맛이 더 좋아서(11%) 순이었

복합사용자 4.4% vs 10.6%, ＜0.001).

다. 전자담배의 사용목적이 실내에서 피울 수 있거나, 맛이 더 좋
거나, 담배냄새가 나지 않아서 등 건강 때문이 아닌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58.18-68.7% 정도로 많았다(표 2).

3. 청소년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5)
각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및 흡연관
련 요인과 복합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2. 전자담배 사용과 청소년 흡연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담배 관련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자담배 비사용자와 비교한 복합사

특성

용과 각 요인과의 연관성을 본 모델과 전자담배 과거 사용자와

2016년과 2017년도 조사된 청소년 흡연자 7,781명에서 전

비교한 복합사용과 각 요인과의 연관성을 본 모델을 각각 제시

자담배 사용여부에 따라 전자담배 비사용자 36.3% (2,825명),

하였고 그 결과가 달랐다. 각 성별에서 두 개의 모델 모두에서 복

과거사용자 35.8% (2,785명), 현재 사용자(복합사용자) 27.9%

합사용의 연관성이 높은 요인은 약물 사용경험(2.05배-5.03배)

(2,171명) 세 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표 3

과 흡연량이 20개 이상인 경우(2.42배-4.81배)였다.

에 보여주었다. 전자담배 비사용자에서 여학생이 가장 많았고

복합사용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 요인 중 성별에 따라 차이를

(27.7%), 과거사용자에서 가장 적었으며(16.7%), 복합사용자

보이기도 했는데, 남학생에서 음주를 하거나 우울감이 있는 경

에서 시골지역 거주자가 적었다. 복합사용자에서 일주일 용돈이

우 복합사용이 높았고, 여학생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10만원 이상이거나(22.8%) 사회경제적 상태가 상위층인 경우

복합사용의 가능성이 높았다.

가 많아서 전자담배 사용이 경제적 상태와 연관성을 보였다.

담배구매의 접근성은 성별과 상관없이 전자담배 비사용자와

건강생활습관과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보면 지난 30

비교할때만 복합사용과 연관성이 높았다. 남학생에서 복합사용

일이내 음주자 비율이 전자담배 비사용자(60.0%)나 과거사용

과 연관된 의미 있는 변수는 일주일간 용돈, 과거 금연시도, 학교

자(70.2%)보다 복합사용자(77.6%)에서 높았고(＜0.001), 복합

에서 받는 금연 교육이었다. 전자담배 사용 목적이 금연이나 건

사용자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0.001).

강을 위해서인 것에 비해 다른 목적인 경우 남학생에서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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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03-1.35), 여학생에서 1.5배(95% CI 1.07-1.98) 복

한 결과이다.(12,18) 청소년 흡연자에서 전자담배 사용 빈도가

합사용 가능성이 높았다.

높을 때 니코틴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19) 이처
럼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기 복합사용자의 증가는 금연을

고

찰

어렵게 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
므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청소년기 보건학적 문제가 될 가

본 연구 결과 남학생에서 2016년 이후 일반담배 흡연율은 연

능성이 있다.

도별 변화가 없으나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가하여 흡연자 중 전

청소년 흡연자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호

자담배 사용자의 비율이 2018년 35%이었다. 반면 여학생에서

기심 때문이고,(12) 여학생 14.3%, 남학생 17.8%만이 금연목적

일반담배 흡연율이 증가하여 흡연자에서 복합사용자 비율이 다

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였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대상자 중 복합사용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등 일반담배의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사

(표 1). 청소년에서 복합사용자의 비율이 적었지만(남학생 약

용하는 경우가 금연이나 건강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

3%, 여학생 약 1%), 연도별로 복합 사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우보다 복합사용의 가능성이 남학생에서 1.2배, 여학생에서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1.46배 높아서 청소년에서 전자담배 사용 목적에 따라 복합사용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국내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감소한

의 위험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여러 연구결과 성인에서 전자

후 몇 년간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청소년 담배사용

담배를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금연 때문이지만,(20,21) 전

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학생에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자담배의 금연 성공 효과는 크지 않았고, 처음부터 금연목적으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여 총담배 사용비율은 연도별 변화가 없

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만 금연효과가 있다고 하였다.(22)

었지만, 여학생의 일반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반면 청소년기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보건학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청소년 담배사용의 변

않으며, 전자담배 사용군에서 금연 의지가 더 낮아서 이 시기에

화는 담뱃값 인상, 담배갑 경고그림 등 국가 금연정책의 변화와

전자담배 사용 목적이 금연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19) 본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HnB products) 출시 등 흡연환경의 변

연구 결과에서 남학생에서만 금연 시도와 복합사용의 연관성을

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이는 것은 전자담배 비사용과 비교했을 때만 나타났는데, 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반응의 차이 때문

학생에서 이런 연관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액상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사용이 흡연시작의 첫 단계로 이로 인해 니코틴 의

에 이어 2017년도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됨으로써 청소년 흡연

존이 생기고 흡연을 하게 되는 문지기역할(gatekeeper)을 한다

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선택할 기회가 증가하고 저위험

고 알려져 있다. 한 메타분석에서도 청소년기 전자담배 사용 이

담배라는 인식을 주면서 금연의 기회가 줄었다. 이미 2018년 청

후 흡연 가능성이 3.5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23) 본 연구결과

소년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2.8%로 보고되었고, 앞으

처음으로 시작한 담배가 대부분 일반담배로, 같은 시기에 둘 다

로도 빠른 속도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7) 궐련

같이 시작한 경우 약 25%, 전자담배로 시작한 경우는 5.39-

형 전자담배 사용이 많아지면서 더불어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

9.03%에 불과하였지만 전자담배로 담배사용을 시작한 경우 복

담배 사용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담배의 종류가 다양해

합사용의 가능성이 남학생에서 1.7배, 여학생에서 2.3배로 높았

지면 단순히 흡연율로만 청소년 담배 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다. 복합사용자에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는데 두 종류 담배를

때문에 모든 종류 담배 사용을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담배만 사용한 경우에 비해 다양한

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연 정책 수립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담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

위해 각 담배 종류에 따른 청소년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

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전자담배 사용은 흡연을 시작하는 진

요하다.

입 장벽을 낮추기도 하고 니코틴 의존도도 높여 금연을 어렵게

청소년 흡연자에서 복합 사용의 증가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한다. 2016년 US Surgeon General Report에서 청소년에서

흡연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도 현재 흡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어떤 형태

연량이 증가할수록 복합사용이 많아졌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

의 담배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1) 청소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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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와 함께 전자담배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

요

약

리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흡연자 중 남학생, 용돈이 많거나 사회경제적 상

배경: 청소년 사이에서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전자담배 사용도

태가 높고, 규칙적 운동을 한 경우 복합사용이 많았는데 남학생

같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자에서 전자담배의 복합사용

에서 복합사용자가 많은 것은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4)

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청소년 흡연자의 어

복합사용과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은 약물이나 부탄

떤 요인이 복합사용과 연관되어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가스 등 사용 경험과 20개비 이상의 흡연량이다. 기존 연구 결과

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에서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음주 및 불법 약물의 사용경

의 복합담배 사용률의 변화를 보고 청소년 흡연자에서 복합사용

험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중독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

에 연관된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25)

방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제12-14차 청소년 건

남학생에서 음주, 우울감 그리고 여학생에서 규칙적 운동이

강행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흡연율, 전자담배 사용률,

복합사용과 연관된 요인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전자

복합사용자 비율을 구하였다. 2016년, 2017년 자료 중 7,781

담배 과거 사용자를 제외하면 담배구매가 쉬울수록 복합사용의

명의 흡연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음주, 운동 등 건강행태 및 흡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남학생에서 용돈, 과거 금연 시도 경험,

연량, 금연교육, 전자담배 사용의 이유 불법 약물 사용 등과 복합

학교 금연 교육 등이 복합사용과 연관성을 보였다. 반면 전자담

사용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배 비사용자를 제외하면 전자담배 사용 목적이 금연이나 건강

였다.

때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복합사용자의 위험이

결과: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청소년 남학생에서 일반담배 흡

높았다.

연율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9.64% → 9.39%) 복합담배 사용

본 연구의 강점은 금연정책이 급변하는 2016년부터 2018년

은 2.94%에서 3.32%로 증가하여 흡연자에서 복합사용의 비율

까지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규모 자료를 분석하여 일

은 30.4%에서 35.4%로 증가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 불법 약

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사용률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또

물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약물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복

한, 청소년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복합 사용률을 파악하였

합사용의 위험이 높았고(남학생 aOR 2.05, 95%CI: 1.50-2.80,

고 복합사용과 연관된 요인을 같이 제시하여 복합사용의 문제점

여학생 aOR 5.03, 95%CI: 1.50-2.80), 흡연량도 복합사용과

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존 연구는 복합사용자의 특성을 전자

연관성을 보였다. 청소년 남학생에서 음주, 우울감이 복합사용

담배 단독 사용자나 비흡연자와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흡

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이었다.

연자에서 복합사용 여부에 따라 비교했기 때문에 흡연관련 요인

결론: 2016년 이후 청소년에서 복합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청소년 흡연자에서 복합사용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은 많은 흡연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담배와

량과 불법 약물 경험 등으로 이들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보다

전자담배의 복합사용과 관련된 요인의 인과성을 파악하기 어렵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단독 사
용자가 제외되어 이들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다만 전자담배 사용

중심단어: 전자담배; 복합사용자; 청소년; 니코틴 의존도

자 중 비흡연자의 비율이 불과 20%로 적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
지 않을 것을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조사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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