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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among
South Korean Adults: 2007-2012
Hee Won Kim, Si Nae Kang, Ji Sun Lim, Jung Ah Lee, Hong-Jun Ch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Early initiation of cigarette smoking i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nicotine
dependence and negative health outcomes. We analyzed the change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initiation age from 2007 to 2012 in Korea.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35,996 current smokers ≥19 years ol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07 to 2012. Smoking initiation age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18, 19-29, and ≥30 years ol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participants who started smoking ＜19 years old and ≥19 years old after
adjust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sults: The average smoking initiation age was 19.5 years old in 2007 and 19.8 years old in
2012, and for men it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from 18.8 years old in 2007 to 19.1 years old
in 2012, but for women it decreased from 25.4 years old in 2007 to 23.6 years old in 2012.
When we divided the smokers into three groups (≤18, 19-29 and ≥30 years old), proportion
of smokes for each group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mong men. However for women
smokers who initiated smoking ≤18 and ≥30 years old decreased from 37.5% to 33.4% and
from 32.0% to 21.7% from 2007 to 2012, respectively, but who initiated smoking 19-29 years
old increased from 30.5% to 44.9% from 2007 to 2012. On multivariate analysis, compared
with smokers who initiated smoking ≥19 year old, smokes who initiated smoking ≤18 years
old were younger and in the lower educational level. Smokers who were 19-29 years old were
9 times more chance of initiating smoking ≤18 years old than smokers who were ≥50 years
old. In addition, smokers who was educated ≤6 years were more chance of initiating smoking
≤18 years old than who graduated high school. Furthermore people who initiated ≤18 years
old smoked more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Conclusion: Women’s smoking initiation age was much older than men became younger
between 2007 and 2012 in Korea and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did not change among
men during those periods. Tobacco control policy should consider gender difference of
smoking initi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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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12) 1999년 미국에서는 15세 이하의
연령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은 16세이상에서 흡연을 시작한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식도, 위, 췌장, 방광, 신장 등 다

군보다 2배 이상 금연에 실패했다.(13) 1969년 미국에서 시

양한 기관의 악성 신생물과 관련이 있으며 심혈관 질환, 호

행한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하루 흡연

흡기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사망위험을 높이고 건강에 대한

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성인 흡연자 중 14세 이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된다.(1) 금연은 이런 건강위험요인을

흡연을 시작한 남성의 19.6%가 하루 41개비 이상의 흡연을

급격히 줄인다. 흡연자가 금연을 시작하면 관상동맥질환의

하였으나 20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에서는 10.3% 만

위험도가 빠르게 감소하고,(2) 폐기능 감소가 개선되며 사

이 그렇게 흡연했다. 1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여성은

망률을 줄일 수 있다.(3)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

26.9%가 하루 31개비 이상을 흡연했고 20세 이후에 흡연을

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19.9%이며, 남성에서 36.2%, 여성에

시작한 사람은 15.4% 만이 그러했다.(14) 2004년 현재 흡연

서 4.3%로. 전체 흡연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성인흡연율

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행한 니코틴 의존도 검사

19.7%와 비슷하나, 남성의 24.2% 보다는 크게 높고, 여성의

에서는 19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이 25세이후에 흡연

15.5% 보다는 낮다.(4)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에

을 시작한 군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서 특히 흡연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은 친구가 흡연하면서

흡연은 대개 청소년 및 청년층 시기에 시작한다. 2008년

따라 피우거나 멋져 보이고 싶어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향을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아일랜드, 스웨덴의 여성을 대상으

보였다.(5) 또한 2007년 미국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흡

로 시행한 연구에서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18.2세로 80%

연을 하는 경우, 흡연 시작 연령이 더 어려졌다. 반면, 성인이

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

된 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스웨덴으로 29.3%가 14-15세

사람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질 것이다. 2006년 미국 대학생

에 흡연을 시작했고 12.0%는 14세 이전에 시작했다.(5)

으로 대상으로 한 연국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학 이

1994/95년도 캐나다의 21-30세 평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상의 교육은 받은 경우, 부모 모두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

연구에서는 55%가 13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다고 응답했

지 않은 경우보다 흡연을 늦게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

다.(6) 2007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중

다.(15) 또한 18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은 흡연자에

학교 2-3학년때 가장 흡연 시작이 많았다.(7)

대한 노출이 적으며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

흡연시작 연령에 따라 흡연율, 흡연량, 과다흡연자 비율

다.(16)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과 청소년 흡

현재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 시작 연령에 따른 흡

연율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를

연 행태 비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루어진 연구들

뒷받침한다.(8) 뿐만 아니라 흡연시작 연령이 낮을 때 건강

은 주로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우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기의 행동

리나라 성인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

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음주, 학업문제, 폭력과 같은 다른

용하여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흡연 시작 연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된다.(9) 1994년에 발표된 20세 이전

령 변화를 살펴보고, 연령에 따른 흡연 시작 분포의 변화를

에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은 20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는 사

살펴보고 청소년기의 흡연 시작과 성인에서의 흡연 시작과

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12.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

연관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도 있다.(10)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
작하는 경우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한 사

방

법

망의 위험도가 커진다고 한다.(11)
1994년 스페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 시

1. 연구 대상자

작연령이 낮은 군에서 흡연량이 많고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

본 연구는 제4기와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2007-2012

으며 성인기에 과다흡연자로 될 가능성이 높고 금연의지가

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4기(2007-2009) 총 24,871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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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2010-2012) 총 25,534명으로 총 50,405명 중 19세 이상

류되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면서 동거인 상태와 기혼이나

인 성인은 35,996명이었으며, 흡연 관련 질문에 대해 응답을

별거, 이혼, 사별한 상태, 미혼인 상태로 구분하였다.

하지 않은 1,563명은 제외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해(17) 19세 이상의 성인에서 현재 흡연

3. 통계 분석

자는 7,503명이었다. 각 년도의 조사대상자는 이전 년도와

통계분석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특성에 따라 1차 추출

중복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선정하였다. 검진조사 및 건강설

단위(조사구), 층화 변수,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문조사 참여율은 제4기 74.5%였으며, 제5기는 75.9%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실제 조사된 참여자의 수를 제시하고 가중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 조사원이 검진 수행 전 대상자에

치를 준 비율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흡연시작 연령의 평

게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조사되었고 질

균값 ±표준오차를 나타내었고 각 연도별로 흡연 시작연령

병관리본부의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을 18세이하, 19세이상에서 29세 이하, 30세 이상의 세 그룹
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현재 흡연자군에서 청소년기(18세

2. 변수측정
건강 설문조사 항목 중 교육, 경제활동, 이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영역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이하의 연령)에 흡연을 시작한 군과 19세 이상의 연령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차비
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동/읍면,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상태, 흡연량, 금연 시

1) 흡연의 일반적 특성
흡연행태에 따른 분류는 현재 흡연하지 않으면서 평생 흡
연량이 100개비 이하인 경우 비흡연자, 현재 흡연하지 않으

도, 금연 계획을 보정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
하여 시행하였다.

면서 평생 흡연량이 100개비 이상인 경우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 중이며 평생 흡연량이 100개비 이상인 경우는 현재 흡

결

과

연자로 분류하였다. 흡연 시작 연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기입한 만 나이로 설정하였다. 흡연량은 하루 평균 흡연량에

표 1은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연령

대해 주관식으로 작성한 숫자(개비)를 통해 산출하였다. 간

은 20대가 19.8%, 30대 21.4%, 40대 22.1%, 50대 17.2%, 60

접흡연은 가정실내 흡연자의 유무를 통해 확인하였고 금연

대이상은 19.6%를 보였다.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였고 결혼

시도는 “최근 1년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

상태는 대부분 동거 상태이나 결혼 후 이혼, 별거, 사별한 비

연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율은 남성의 4.9%, 여성의 17.4%로 여성에서 좀더 높았다.

대답도록 하였다. 금연 계획은 “앞으로 1개월 안에 담배를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은 남성 12.8%, 여성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개월 안에 금연

26.1%,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남성 35.0%, 여성 26.8%

할 계획이 있다”,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6개월

로 남성에서 고학력의 비율이 좀더 높았다. 19세 이상 남성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 있다”, “현재로서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은 46.8%, 과거 흡연자는 33.4%였고,

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와 같은 4가지 보기를 제시하여

19세 이상 여성 중 현재 흡연자는 7.0%, 과거 흡연자는 6.7%

답하도록 하였다.

였다. 가정 실내 간접흡연의 여부는 남성이 11.9%, 여성
22.8%로 여성에서 더 경험이 많았다.

2) 사회 인구학적 요인
대상자의 나이,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을 조사 하

2. 흡연 시작연령의 추세

였다. 나이는 만 나이로, 소득은 가구 수입을 기준으로 “상,

남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2007년 18.8세에서 2012년 19.1

중상, 중하, 하”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세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2007년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으로 분

25.4세에서 2012년 23.6세로 1.8세 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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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ed over 19 years ol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07 to 2012
(N=35,996).
Total

Age
19-29
30-39
40-49
50-59
60≤
Region
Urban
Rural
Household income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Marital status
Married/cohabited
Divorced/separated/bereaved
Never married
Education (years)
≤6
7-9
10-12
12<
Smoking status
Non-smoker
Ex-smoker
Current smoker
SHS* exposure at home
Yes
No
Survey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Men

Women

N

%

SE

N

%

SE

N

%

SE

4439
6901
6719
6441
11496

19.8
21.4
22.1
17.2
19.6

0.4
0.4
0.4
0.3
0.4

1868
2859
2936
2733
4894

20.6
22.2
22.7
17.4
17.0

0.6
0.5
0.5
0.4
0.4

2571
4042
3783
3708
6602

19.0
20.6
21.4
16.9
22.0

0.4
0.5
0.4
0.3
0.4

27465
8531

80.6
19.4

1.2
1.2

11602
3688

80.4
19.6

1.2
1.2

15863
4843

80.7
19.3

1.2
1.2

7296
8955
9450
9546

16.3
26.2
28.8
28.6

0.4
0.5
0.5
0.6

2823
3804
4146
4215

14.4
25.8
29.8
30.0

0.4
0.6
0.5
0.7

4473
5151
5304
5331

18.2
26.6
27.8
27.4

0.5
0.5
0.5
0.6

25965
4596
4031

70.6
11.3
18.1

0.5
0.2
0.5

11916
811
2055

73.0
4.9
22.1

0.7
0.2
0.7

14049
4145
1976

68.3
17.4
15.4

0.5
0.4
0.4

9640
3874
11853
9740

19.5
10.2
39.4
30.8

0.4
0.2
0.4
0.5

2835
1804
5383
4849

12.8
10.3
41.9
35.0

0.4
0.3
0.6
0.6

6805
2070
6470
4891

26.1
10.2
37.0
26.8

0.5
0.3
0.5
0.5

20697
6967
7503

53.5
19.9
26.7

0.3
0.3
0.3

2773
5809
6322

19.8
33.4
46.8

0.4
0.5
0.5

17924
1158
1181

86.3
6.7
7.0

0.4
0.2
0.3

5611
29498

17.4
82.6

0.3
0.3

1586
13289

11.9
88.1

0.4
0.4

4025
16209

22.8
77.2

0.4
0.4

3046
6840
7539
6352
6224
5995

16.1
16.3
16.5
16.7
17.1
17.3

1.5
1.1
1.1
1.1
1.1
1.2

1268
2857
3263
2745
2651
2506

16.1
16.4
16.6
16.7
17.0
17.3

1.5
1.1
1.1
1.2
1.2
1.2

1778
3983
4276
3607
3573
3489

16.2
16.3
16.4
16.7
17.1
17.4

1.5
1.1
1.1
1.2
1.2
1.2

*SHS: Secondhand smoke.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2, 그림 1). 흡연 시작 연령

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 현재 흡연자들에서는 19

을 19세 미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 30세 이상으로 구분

세 미만은 2007년 37.5%, 2012년 33.4%로 줄었고, 19세 이

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19세 미만은 2007년에 48.1%, 2012

상부터 30세 미만은 2007년 30.5%, 2012년 44.9% 늘었으며,

년 45.6%였고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은 2007년 49.6%,

30세 이상은 2007년 32.0%, 2012년 21.7%로 줄었다(표 2).

2012년 52.4%였고, 30세 이상은 2007년 2.2%, 2012년 1.9%

그러나 흡연시작연령을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두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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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according to the survey year (N=7,381).
Smoking initiation age (years)
N

Total

Men

Wome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91
1510
1661
1335
1231
1053
517
1262
1398
1156
1051
881
74
248
263
179
180
172

Mean±SE
19.5±0.3
19.8±0.2
19.9±0.1
20.0±0.2
19.7±0.2
19.8±0.2
18.8±0.2
19.0±0.1
19.0±0.1
19.3±0.1
19.1±0.1
19.1±0.1
25.4±1.3
25.0±0.9
26.1±0.7
25.4±1.0
24.2±0.7
23.6±0.7

19≤, ≤29

≤18

30≤

% (95% CI)
47.0 (41.8-52.3)
45.6 (42.3-48.9)
42.8 (40.2-45.5)
40.8 (37.3-44.5)
44.5 (41.2-48.0)
43.8 (40.1-47.6)
48.1 (42.4-53.9)
47.5 (44.1-50.9)
44.8 (42.0-47.7)
43.0 (39.5-46.6)
46.8 (43.3-50.5)
45.6 (41.5-49.9)
37.5 (25.9-50.7)
33.2 (25.5-41.9)
29.1 (22.9-36.1)
24.4 (15.4-36.3)
28.3 (20.6-37.6)
33.4 (25.5-42.4)

47.6 (42.3-52.8)
49.3 (46.1-52.5)
51.3 (48.6-54.0)
54.1 (50.6-57.6)
50.7 (47.3-54.1)
51.3 (47.5-55.0)
49.6 (43.8-55.4)
50.9 (47.6-54.2)
53.2 (50.4-56.0)
54.6 (51.0-58.2)
51.3 (47.6-54.9)
52.4 (48.1-56.7)
30.5 (21.5-41.4)
38.7 (31.8-46.0)
38.3 (31.6-45.4)
50.2 (41.3-59.1)
46.6 (37.2-56.3)
44.9 (36.3-53.7)

5.5 (3.7-7.9)
5.1 (4.1-6.5)
5.8 (4.7-7.1)
5.1 (4.0-6.4)
4.8 (3.8-5.9)
4.9 (3.8-6.4)
2.2 (1.1-4.6)
1.6 (1.1-2.3)
1.9 (1.3-2.8)
2.4 (1.6-3.7)
1.9 (1.2-2.8)
1.9 (1.1-3.3)
32.0 (21.2-45.0)
28.1 (21.6-35.7)
32.6 (26.5-39.4)
25.4 (19.3-32.5)
25.1 (18.7-32.7)
21.7 (15.9-28.9)

로 나누어 경향성 분석을 하였을 때 및 30세 미만과 30세 이

1.291, 95% CI 1.076-1.549) 이혼/별거/사별인 군은 통계적

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경향성 분석을 하였을 때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량도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2, 그림 1).

작한 군이 흡연량이 더 많았고(OR 1.029, 95% CI
1.076-1.549), 금연 계획이 없는 군과 비교하여 1개월 내 금

3. 청소년 시기 흡연 시작 관련 요인들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동/읍면,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상태, 흡연량, 금연 시도, 금연 계획을 보정

연 할 계획(OR 0.811, 95% CI 0.660-0.996)과 6개월 내 금
연할 계획을(OR 0.692, 95% CI 0.553-0.866) 가진 비율이
적었다(표 3).

한 후, 19세 이상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에 대한 19세 미만에
서 흡연을 시작한 군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

고

찰

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할 확
률이 약 2배 가량 높았다(OR 1.906, 95% CI 1.571-2.313).

본 연구에서는 200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만

또한 연령이 적을수록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더 많이 시작하

19세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흡연 시작연령의 변화와 그 흡연

였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20대에서 19세 미

시작연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성인

만의 연령에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9배 이상 높았다(OR

의 흡연시작연령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았으나, 조사 기간

9.458, 95% CI 7.175-12.468).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 5년 동안 남성의 흡연시작연령이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가진 사람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여성의 흡연시작 연령은 1.8세 낮아졌다. 다만, 여성의 흡연

에서도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높았고(OR

시작연령의 변화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2.605, 95% CI 1.284-2.007) 미혼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기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19세

혼에서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높고(OR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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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ge of smoking initiation by year. *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linear regression.
흡연시작연령은 남성은 2007년 18.8세, 2012년 19.1세였

의 흡연 연령이 더 높았던 이유와 비슷하다. 여성의 흡연에

고 여성은 2007년 25.4세, 2012년 23.6세로 남성에 비해 여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때문일

성의 흡연 시작 연령이 더 높았다. 이는 과거 여성의 흡연에

것이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이 흡연하는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여성의 흡연 자체가 적었고 흡연의 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의

작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장 내에서도

흡연은 드물었다. 그러나 여성의 흡연에 대해 관대해지면서

남성의 흡연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여성의 흡연에는

2015년 미국의 여성 흡연율은 13.6%로 남성 흡연율 16.7%

관대하지 못하였다.

와(18)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의 흡연 증가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2

에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과도 관련 있다. 담배회사의 내부문

년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2007년에 비해 1.8세 낮다. 이는

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들이 보고되었었다.(19)

19세 미만에 흡연을 시작한 여성은 2007년의 37.5%에서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의 분포에서 20대가 증가하였다는

2012년에 33.4%로 약간 감소되었으나, 30세 이상에서 흡연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을 시작한 여성이 2007년 32.0%에서 2012년 21.7%로 대폭

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녀간 흡연 시작 연령의 차이가 거의

감소하여 평균 연령을 낮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흡

없었다. 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연령은 남학생 12.7세 여학생

연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증가하는 것은 앞서 여성

12.9세였고 처음으로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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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for the study subjects who initiated smoking ≤18 years compared with the study subjects group who
initiated smoking ≥19 years ol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status.

Sex
Male
Female
Age
19-29
30-39
40-49
50≤
Region
Rural
Urban
Household income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Education
≤6
7-9
10-12
12≤
Maritalstatus
Married
Divorced/separated/bereaved
Never married
Cigarettes per day
Quit attempt in last year
Yes
No
Quit smoking plan
≤1 month
1-6 months
6 months≤
No plan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2.287
1.000

1.584-2.287

1.906
1.000

1.571-2.313

4.673
2.748
1.489
1.000

3.862-5.654
2.353-3.210
1.263-1.754

9.458
4.230
1.753
1.000

7.175-12.468
3.475-5.149
1.449-2.120

0.821
1.000

0.695-0.969

0.874
1.000

0.727-1.050

0.802
1.001
0.993
1.000

0.671-0.957
0.854-1.173
0.861-1.146

0.969
0.952
0.888
1.000

0.781-1.203
0.800-1.133
0.760-1.039

0.657
0.881
1.504
1.000

0.547-0.790
0.710-1.092
1.307-1.732

2.065
1.648
1.598
1.000

1.627-2.622
1.308-2.077
1.369-1.865

0.524
0.368
1.000
1.021

0.454-0.606
0.290-0.468

1.291
1.229
1.000
1.029

1.076-1.549
0.917-1.648

0.901
1.000

0.806-1.008

1.003
1.000

0.877-1.146

0.775
0.791
1.007
1.000

0.653-0.920
0.652-0.959
0.879-1.154

0.811
0.692
1.019
1.000

0.660-0.996
0.553-0.866
0.875-1.187

1.015-1.028

1.021-1.038

*Adjusted for year, age, gender, region, household income, education, marital status, smoking amount, quit attempt, quit smoking plan adjusted.

13.7세, 여학생 13.4세였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에 대

대 이탈리아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의 흡연율이

한 사회적 압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였고,(20)

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시기의 흡연 시작은 큰 변화

핀란드, 독일에서는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의 흡연율과 흡연

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비중이 크

량이 증가한(21,22)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다. 흡연의 시작

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대학생 연령층에서 흡연시

은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흡연

작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 시작은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은 부모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19

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양육 환경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며 이

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1980-90년

러한 환경 역시 흡연의 시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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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왔을 것이다.(23)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군에서 흡

흡연시작 연령은 남성에 비해 높지만 낮아지고 있다. 이런

연 시작 연령이 적어지고 흡연율, 흡연량이 많아지면서 흡연

현상을 고려하여 20대, 특히 여성 20대를 대상으로 한 담배

관련 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증가하게 된다. 이

규제정책의 고안이 필요하다.

는 교육 수준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생긴다는 점에서 또 다
른 문제가 된다.

요

약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흡연량이 더 많
았고 6개월 이내 금연할 계획은 적었다. 이는 1994년 스페인

연구배경: 낮은 연령에서의 흡연시작은 니코틴 의존과 각종

에서 흡연시작연령이 낮은 군에서 흡연량이 더 많고 니코틴

질환의 위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7-2012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와 1999년 미국에서 낮은 흡연 시작 연

년 한국의 흡연 시작 연령의 변화와 청소년기의 흡연시작과

령에서 금연에 더 2배 더 실패하였다는 사실, 2004년 국내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흡연자들 중 19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에서 니코

방법: 본 논문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

틴 의존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18세 이하에서 흡

사에서 19세 이상인 35,9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흡연 시작

연을 시작한 사람들이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더 낮은 사회경

연령은 19세 미만, 19세이상에서 30세 미만, 30세 이상으로

제적 위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24)

나누었다.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한 그룹과 19세 이상

한편,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에서 기혼이 더 많

에서 흡연을 시작한 그룹에 대해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요

았다. 현재 흡연자에서 남성 중 67.2%, 여성에서는 47.6%가

인들을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기혼군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경제적 요

결과: 평균 흡연시작 연령은 2007년 19.5세에서 2012년

인들을 보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류 교란영향(residual

19.1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2007년

confounding effect)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5.4세에서 2012년 23.6세로 흡연 시작연령이 낮아지는 추

앞서 살펴본 국내 흡연 시작 연령의 변화는 매우 의미 있

세를 보였다. 흡연 시작연령을 19세 미만, 19세 이상부터 30

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국내 금연 정책은 보건소 사

세 미만, 30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도에 따른 각각

업, 담배 가격 인상 등이 있고 주로 청소년이나 직장인을 대

의 분포를 보면, 남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과 같은

에서는 19세 미만인 군은 2007년 37.5%에서 2012년 33.4%

20대, 특히 20대 여성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로 낮아졌고 30세 이상인 군은 2007년 32.0%에서 2012년

이에 대한 담배규제 정책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1.7%로 낮아졌다.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인 군은 2007년

본 논문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민

30.5%에서 2012년 44.9%로 증가하였다. 다변수 회귀분석

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에서는 19세 이상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보다 19세 미만에서

자료이므로 흡연상태, 흡연량, 소득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

흡연을 시작한 군이 더 낮은 교육수준을 가졌다. 또한 50세

을 가능성 있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국내

이상인 군보다 19-29세인 군에서 18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

연구에 따르면 남성 중 12.0%, 여성에서는 58.9%가 흡연을

작할 확률이 9배 이상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6년

숨긴다는(25) 발표처럼 특히 여성의 흡연이 적게 신고 되었

이하의 교육을 받은 군에서 18세 이하에서 흡연할 확률이 높

을 수 있다. 둘째, 각 연도별 현재 흡연자인 여성의 표본수가

았다. 18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 군은 하루 흡연량이 더

적다. 국내 여성 흡연율 자체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많았고 한달 이내 금연할 계획도 적었다.

2007년의 경우, 다른 연도와 달리 상반기만 조사를 하여 현

결론: 2007년에서 2012년동안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남

재 여성 흡연자수가 74명밖에 되지 않았다.

성보다 많지만, 남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크게 변화하지 않
았으나 여성에서는 어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흡연 시

결

론

흡연시작은 남녀 모두에서 20대에 가장 흔하고, 여성의

작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흡연; 사회경제적 요인; 흡연 시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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