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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흡연율 감소 및 이차흡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담배규제정

책이 강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

자담배를 금연 수단 및 담배 대체 용품으로 인식하는 대중의 시각

과 달리, 전자담배의 효용성에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규제가 신설

되며 관련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자담

배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담배 흡연자에서 금연 준비의 정도

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전자담배를 둘러싼 효용성 논

쟁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의 전자담배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며, 현재흡연자에서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시도, 금연

계획, 금연변화단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

한 하위 분석을 통해 성별 및 연령의 구분된 집단 특성에 따라 연

관성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전국에서 수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단면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참여자 총 225,092명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주 연구 결과의 분석을 위해 현재흡연자 총 45,378명

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전체 참여자에서 전자담배 평생경험률 6.2%, 현재사용

률 0.9%로 조사됐으며, 비흡연자에서의 사용은 극히 적은 반면

현재흡연자에서는 많았다(평생경험률 22.4%, 현재사용률 3.4%). 현

재흡연자에서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및 금연관

련 요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전자담배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교차분석의 결과가 확인됐다. 금연시도, 금연계획, 금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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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전자담배 평생경험 및 현재(복합)사용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관성이 확인됐다. 금연시도 경험이 최근에 있

을수록 전자담배 평생경험 및 현재(복합)사용의 교차비가 더 컸다.

금연계획은 없음, 언젠가, 6개월 이내일 때 순차적으로 더 큰 교차

비가 확인됐다. 금연변화단계에 관한 분석,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계획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흡연자에서 전자담배 평생경험의 교차

비가 컸다. 또 금연변화단계 중 금연 수행에 가까운 단계에 해당

할수록 현재(복합)사용의 교차비가 순차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별 하위분석에서는 상기 연관성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으나, 여성 및 일부 연령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금연

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 간에 유의한 교차비가 산출됐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금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위변화의 의지가 있는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조사

자료를 이용해 금연과 전자담배 사용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금연 및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주요어 : 전자담배, 금연, 변화단계, 담배, 흡연, 지역사회건강조사

학 번 : 2012-2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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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담배는 전 세계적

으로 공중보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의 하나로서, 연 600백 만 명

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WHO, 2016). 우리나라에서도 흡연관련 사망자

수가 1985년, 2003년, 2012년에 걸쳐 줄곧 증가하였으며, 2012년의 흡연

관련 사망자 수는 약 6만여 명으로 추정된다(정금지, 2013). 흡연사망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질병은 폐암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사망과도 관련

이 있다.

이렇듯 흡연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인

식이 변화하였고 관련 정책들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7년 40%대에 진입했

으나 이후로 완만한 변화 이외에는 흡연율 감소가 더 이뤄지지 않고 정

체되어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2016).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상황

에 대해 흡연자들이 금연을 원하지만 장기적인 금연 상태를 유지하지 못

하는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는 2005년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조사 결과, 약 80%의 흡연자가 한 번 이상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으며 흡연자의 평균 금연시도는 4.6회에 달하였다는 결과에서

도 확인되는 점이다(서홍관, 2008)

흡연율 감소가 미진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지

정이 시행되고 흡연석이 모두 폐지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가 지속적으

로 추진되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또 2015년에는 전격적인 담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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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인상도 시행되었고 연이어 올 해부터는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이 도

입된다. 흡연율 감소가 더딘 점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평가가 진행 중인데, 흡연율이 40% 이하로 감소한 것

으로 추정되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6a). 다만, 이런 정책 강화 추세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

다. 그 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신종담배로, 그 명칭과 달리 최근

에 개발된 담배제품은 아니며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

었으나 국내에는 최근에 소개된 제품들이다. 여기에는 머금는 담배

(snus), 코담배(snuff), 씹는담배(chewing tobacco), 흡연자가 직접 말아

서 사용하는 각연(rolling tobacco), 물담배(hookah) 등이 있으며 그 중에

서도 최근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

보건의료연구원, 2015). 신종담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금연 정책으로 흡

연율 감소라는 순효과가 발생되는 것과 함께, 일반담배 흡연이 신종 담

배 사용으로 전환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내 통계에 의하

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는 서로 대체재로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됐는데, 이는 2014년 하반기 담뱃값 인상발표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일반담배는 감소했으나 시간이 흘러 2015년 들어서는

금연 분위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일반담배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반면

전자담배 수입은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관세청, 2016).

통상적으로 전자담배라고 불리는 전기적 니코틴 전달 장치(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ENDS)는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되었으며, 국

내에는 2007년 출시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2015). 전자담배는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부', 액상을 저장하고 기

화시키는 부분으로 코일부품이 들어있는 ‘기화기부', 기화 기체를 빨아들

이는 ‘흡입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소비자원, 2015). 전자담

배에는 일회용도 있으나, 국내에 주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액상을 충전

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충전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

원, 2015). 액상은 크게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필렌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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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가향물질 등으로 구성된 ‘액상향료'와 액상향료에 니코틴이 함

유된 ‘혼합형 니코틴액상'로 구분된다(한국소비자원, 2015). 과거 전자담

배 액상시장은 혼합형 니코틴액상 위주로 판매되었는데, 전자담배 액상

의 부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과 액상 향료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변화가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

처, 2016;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전자담배나 니코틴액상은 지자체에서

허가한 판매점에서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접 구

매(해외 직구)로 혼합형 니코틴 액상이나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들여

오는 방법으로 더 저렴한 비용에 전자담배를 사용하려는 행태도 나타나

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전자담배의 사

용 빈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으나, 이런 음성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

는다면 일반담배와 비교해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이

형섭, 2014).

일반담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에 대

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사용 방식

이 유사한데다가 금연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전자담배 업계

도 이런 점을 홍보 전략으로 적극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

연보조제로 허가받은 니코틴 대체요법은 껌, 패치, 트로키(사탕) 제제로

흡연과는 사용 방식에 거리가 있고, 외국에서 스프레이 제제가 사용되고

있긴 하나 이것도 비강이나 구강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기체를 흡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비슷하게 기체를 흡입

하는 방식이라 심리적으로 비슷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더군다나 전자

담배가 일반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전

자담배가 기존 담배와는 다르며 금연 효과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자담배와 작동

방식은 같지만 니코틴 미포함 액상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흡연습관개선

보조 금연용품’으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과 전자담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이 혼란을 유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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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차 전자담배가 금연용품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됐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2014년 전자담배 및 액상의 수입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관세청, 2015). 세계적으로도 전자담

배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럽의 한 시장 조사에 따

르면 세계적으로 전자담배가 전체 담배제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 4%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12). 시장의 확대는 곧 전자담배의 사용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음

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서 2014년 미국 Adult Tobacco Survey 자료를

분석해 성인 전자담배 평생사용 경험(ever use)이 2010년 3.3%에서 2013

년 8.5%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King et al., 2014). 젊은 연령

층에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전자

담배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enborn et al., 2014;

Vardavas et al., 2015).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은 13.9%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현재사용(current use)도 4.4%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보건복지

부, 2016b). 전자담배 사용자의 상당수는 일반담배 흡연자 곧 복합사용자

(dual user)로서, 금연 구역의 확대나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하여 앞

서 언급한 대로 금연 보조제나 일반담배의 대용품으로 전자담배를 인식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김주연 외,2015). 실제로,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금연에 도움(64%)”,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움(49%)”, “일반담배 흡연량

감소(47%)” 등을 사용 이유라고 밝혔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2012). 다만,

청소년과 젊은 성인으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 “호기심”, “친구의 영향”가

주된 사용 이유라고 조사된 바도 있어(Kong et al., 2015), 연령 등 하위

집단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담배 사용 이유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이 필

요할 수 있겠으나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의 금연 수단 또는 대용품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여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하며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도록

공표했다(WHO, 2014).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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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군다나 전자담배가 비흡연

자와 청소년의 니코틴 사용을 촉진하여 일반담배의 관문(gateway) 역할

을 할 수 있으며, 흡연 행위 자체의 매력을 높여 그 동안의 흡연 비규범

화(denormalization)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 판매 시 금연보조 효과 홍보를 금지하

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6a),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 및 관련 단체들도

전자담배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자담배 시장의 확대를 경

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을 옹호하며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

성분이 거의 없고 흡연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자담배를 허용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충분한 효용이 있을 것

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결과 니코틴 패치와의 금연

효과를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가 동등하거나 일부에서는 더 우월한 금연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14; Bullen et al., 2013). 전자

담배 사용에 따른 장단기 금연 성공률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6개월 금연

율이 31%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보고됐다(Siegel et al., 2011). 전자담

배의 효용성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아직 전

자담배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일반 담배의 위해가

상당하고 당장 장기적인 금연성공에 도달하기 힘든 많은 흡연자들을 대

상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건학적으로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Physicians(2010)는 위험 경감(harm reduction)을 위해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영국 보건당국처럼 전자담배를 처방 가능한 의

약품으로 승인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제재 정책을 펼치는

측과 전자담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

으면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흡연자들도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어느 의견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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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지 이를 뒷받침하는 전자담배 관련연구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이

다. 특히 금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

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일부

수행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이전에 수

행되었던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Cho et al., 2011;

Lee et al., 2014; 김은영 외,2013). 현재까지 전국 조사 자료를 이용해 성

인 흡연자에서 금연과 전자담배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전자담배 사용의 확산 추세와 더불어 관련된 논란이 커지게

될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연구의 필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쟁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4년 수행된 지역

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사 참여자의 전자담배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담배

의 흡연상태 등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현재흡연자에서 금연시도, 금연계획, 금연변화단계를 확인하여

전자담배의 사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하위 분석을 통

해 성별 및 연령의 구분된 집단 특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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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전자담배 사용 현황 및 관련요인

미국 흡연자의 약 30%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60%

는 1개월 내 사용한 적이 있었다(Vickerman et al., 2013). 온라인 조사

에 참여한 사람의 약 40%가 전자 담배에 대해 들어봤으며, 특히 현재흡

연자 군에서 가장 인지율이 높다고 보고했다(Pearson et al., 2012). 영국

에서는 현재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 경험자(현재 미사용)가 2010년

5.7%에서 2012년 16.2%로 약 3배 증가 했으며, 전자담배 현재사용자도

2.7%에서 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Dockrell et al., 2013). Rigotti 등

(2015)이 4년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성인 흡연자들의 입원 전 30일 이내

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도 2010년 1.1%, 2011년

10.3%, 2012년 10.2%, 2013년 18.4%로 연령, 성별, 교육정도 등을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전자담배 인지율과 경험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런 추세는 일반담배 흡연자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더불어 흡연자만 대상

으로 했을 때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고도 흡연자일수록 전자 담배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igotti et al. 2015). 반면 비흡연자이면서 전자

담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Brose et al.,2015, ;

King et al. 2013).

전자 담배의 사용의 관련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 사용 경

험 및 사용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소득 높은 군이 전자담배를 인지

하는 비율은 높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소득 낮은 군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Schoenborn et al.,2014; Adkison et al.,2013; Li et al.,2013). 전자담배

사용이 연령별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는 반면(King et al.,2013;

Regan et al.,2013), 나이가 젊을수록 전자담배 인지율과 경험률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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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는 결과도 있다(Schoenborn et al.,2014).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자담배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반담배 흡연자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관련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일관된 내용이 확인된 것도 있지만 연령처럼

이견이 있는 항목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증가율은 현황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됐으나, 성인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흡

연자인지 또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제 2 절 전자담배 사용 목적 및 인식

전자담배 사용자들 상당수는 “금연”, “일반담배의 대체”, “흡연량 감

소”가 사용 이유라고 밝혔다(Adkison et al.,2013; Vickerman et

al.,2013). 사용자가 전자담배를 일반담배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

우가 99%에 달했다는 연구도 있다(Foulds et al., 2011). 또, 흡연량 감소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90% 이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Etter & Bullen, 2011).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 사용 목적이 “담배보

다 덜 해로움(34%)”, “담배 사용량 감소(26%)”, “금연(20%)” 순 이라고

조사된 바 있으며, 사용자 중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답

변한 사람은 약 64%에 달했다(김주연 외, 2015).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경험자들이 사용 이유로 “호기심

(53%)”, “주변 사람의 영향(34%)”, “금연 혹은 흡연량 감소(30%)” 순으

로 밝힌바 있어(Pepper et al., 2014), 앞서 언급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젊은 연령층에 대한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단순히 즐기

기 위한 목적이나 호기심 때문이라고 보고됐다(Saddleson et al., 2016;

Shiplo et al., 2015)

사용자들에서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인지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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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자담배에 유해한 화학물질

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비율이 48%, 안전성 규제 대상임을 모

르는 사람이 61%, 금연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68%로 확인됐다(Sanders-Jackson et al., 2015).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자들이 전자담배를 일반담배 보다 안전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밝혔다(Adkison et al., 2013; Choi et al., 2013; Etter &

Bullen., 2011). 그 외에도 전자담배가 니코틴 대체 요법보다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28%로 조사된 바도 있었다(Dockrell et al., 2013). 유해성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로는 연령, 흡연 여부, 교육 수준, 전자담배에 대한

마케팅 노출 등이 관련 있었다(Sanders-Jackson et al., 2015 ; Pearson

et al., 2012 ; Tan et al., 2014)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 점을 확

인했던 연구들이 주를 이뤘으나, 일부 연구는 호기심이나 즐기기 위한

목적이 주였다고 보고해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연령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

이 있다. 또 사용자 대다수는 전자담배를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사용자들도 현황조사를 통해 금연을 하

기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지긴 했으나 실제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

람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또 연령에 따라

서도 이런 내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 3 절 금연의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

Pokhrel 등(2014)은 금연 수단으로서 여러 선택지 중에 전자담배를 택

하게 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흡연자를 ‘전자담배의 단독 사용’, ‘니

코틴 대체제의 단독 사용’, ‘두 가지 모두의 복합사용’에 따라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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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다. 전자담배만 사용한 군은 다른 군에 비해 평생 금연시도 횟수

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최근 1년 내에 금연 시도를

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전자담배를 매일 사용하고 있

을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Brose et al., 2015). 6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는 흡연자도 그렇지 않은 흡연자에 비해 전자담배 사용률이 더 높았다

(Pearson et al., 2012).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해

전자담배 매일 사용자가 미사용자에 비해 금연시도가 더 많았다는 결과

도 있었다(Brose et al., 2015). 다만, 해당 연구에서 최종 시점에 확인한

금연 성공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자담배를 가끔 사용하는

사람에서는 금연시도와 금연 성공 모두 미사용자와 차이가 없었다.

젊은 연령의 성인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보니 현재

흡연자의 금연 의도와 전자담배 평생경험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Sutfin et al., 2013). 또한 전자담배 사용이 흡연자에서 두드러지기는 했

지만 비흡연자에서도 12%정도로 사용이 적지 않음을 보고했다. 미국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전자담배의 사용 경험이 흡연에 대한 개방적 태도, 즉 미래 흡연 가능성

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다(Coleman et al., 2015). 일반담배에

노출될 때 흡연 충동이 증가되는 것처럼 전자담배 사용도 흡연 충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 연구도 있었다(King

et al., 2014). 매일 흡연하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담배 및 전자담

배 사용에 대한 수동적 노출에 반응한 흡연 욕구를 측정한 결과, 전자담

배에 노출되면 일반담배와 노출과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사용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이 전자담배 사용목적을

금연이라고 밝힌 것에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금연시도 경험이나 금연 계

획이 있는 경우 전자담배 사용이 더 많은 방향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그

러나 반대로 전자담배가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

도 있어 상충되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는 연령이 관련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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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novelty

seeker) 주변 사람에 쉽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의

전자담배 사용은 금연과 연관성이 낮을 수 있다(Carroll Chapman et al.,

2014). 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흡연

자들도 실제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서 전자담배 사

용이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또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이 있는지 알려지

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 4 절 일반담배 금연의도 관련요인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반담배 금연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이 있다

(Fagan et al., 2007; 류소연 외, 2011; Yang et al., 2015). 이 중 나이에

대해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과 비교해 고령에서 금연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노년기에 금연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 금연 동기가 낮기 때문, 둘째 흡연 기간이 상

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만큼 금연 실패의 경험이 누적돼 금연에 대한

확신이 줄기 때문, 셋째 해당 코호트에서 흡연자 중 일부가 금연에 성공

하는 비율이 늘면 결국 금연 저항성이 큰 사람(hard-core smoker)만 흡

연자로 남게 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Yong et al., 2005). 우리나

라 고령인구의 금연의도는 45.5%로 낮은 편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부합하는 결과였다(김정순 외, 2012). 고령층과 달리 젊은 연령층은 금연

시도가 더 많은데, 그 이유로는 점차 흡연을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여

론이 확산됨에 따라 금연을 지지하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

로 보고 있다(Messer et al., 2008).

흡연 및 금연관련 요인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시작 연령, 총 흡연

기간, 니코틴 의존도, 금연 교육 경험 등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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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bdullah et al., 2006).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

을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금연이 어렵다

(안혜란, 2015; 이언숙 & 서홍관, 2007; 윤영미 외, 2012; 이진석 외,

2006). 또 주위에 흡연자가 많을수록 금연하기 어렵다(이언숙 2007). 스

트레스도 흡연이나 금연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증가하고, 이는 흡연을 지속하게 하게 되는 요인

으로 금연을 시도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된다(김남조 외, 2016).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등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금연의

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는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흡

연자에게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감소시키고자 금

연과 관련된 법적 규제(조례 등)를 통해 금연을 유도한다. 우리나라에서

도 금연 조례를 근거로 여러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단속

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과 금연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실내 및 공공장소의 흡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노출 감소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된 사례가 있었다(Gallus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도 종단적 분석을 통해 흡연율 감소와 금연

조례 시행 지역 요인이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Lee et

al., 2014b). 5년에 걸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남성의 현재흡연,

평균 흡연량 및 금연시도를 분석했는데 지역 및 시기 별로 유의한 결과

가 확인됐다. 최종 결과에서는 연령별로 층화했을 때 30세 미만 젊은 연

령에서 조례 시행지역의 흡연율이 미시행지역보다 낮아지는 변화가 확인

됐다. 다만, 코크란에서 수행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금연 조례의 효

과가 간접흡연 노출률 감소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지만, 현재 흡연율

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Callinan et al., 2010).

일반담배의 금연의도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요인들을 근거로 전자담배 사용과

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으며, 특별히 일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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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해 별도의 분석을 실시할 필요성

이 있음을 확인했다.

제 5 절 금연 관련 이론적 모형

물질 이용에 있어 습관적인 사용은 중독(addiction) 혹은 남용(abuse)

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것에 심리적, 생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중독이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벗어나게 되는 총

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념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

자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theory)과 모형(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런 관점에서 흡연 또는 금연을 이해하고자 이용된 이론들에는 인지행동

이론(cognitive behavioral theories), 행동이론(behavioral theories), 정신

역동이론(psychodynamic theories)등이 있으며 이 중 보건학적 연구에서

이용하는 이론들은 상당수가 인지행동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Cancer Council Victoria, 2012). 인지행동 관점에서 금연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모형으로는 계획된 행동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건강신

념모형(health belief model), 합리적 중독모형(rational addiction model),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과 같이 인지적 요인에 주요 초

점을 두고 있는 모형들이 있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처

럼 다른 요인들을 통합하고자 하되 맥락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자기조절이론(self-regulatory theory)은 충동에 대한 반응이나 조절과 관

련된 의지에 초점을 둔다. 이런 인지행동이론과 관련 모형들은 금연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방법의 개발이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

한 기초가 된다.

앞서 살펴본 모형들 중 금연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재를 위해 가장 널

리 사용되는 것은 범이론적 모형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의도를 갖고 행

위를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로서 DiClemente과 Prochask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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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론적모형에 근거해 ‘행위 변화의 단계(stages of change)’라는 개념

을 제시했다(DiClemente et al., 1991). 개인은 행위 변화의 단계를 거치

며, 건강 행위로의 이행은 인지적, 동기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모형을 금연에 적용하면 흡연자는 금연 의도와 금연행위 실천정도에

따라 계획전단계(precontemplation), 계획단계(contemplation), 준비단계

(preparation), 행동단계(action), 유지단계(maintenance)의 다섯 가지 금

연변화단계에 위치한다. 금연변화단계는 정적인 것이 아니며 건강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단계로 돌아가

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Farkas et al., 1996; Carnes et al., 2005). 물론 특정 시점에 개인이 여

러 단계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는 각

단계에 맞춰 개별적으로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

기 때문이다(차보경, 2009; 장성옥, 2005). 금연변화단계 중 계획전단계는

전혀 흡연 의도가 없는 단계이며, 계획단계는 행동 변화를 신중하게 고

려하는 단계, 준비단계는 적극적으로 행동변화를 시도하거나 계획하는

단계, 실행단계는 행동변화를 수행한 단계, 유지단계는 수행한 행동변화

를 지속하는 단계 정의할 수 있다(이윤정 외, 2009). 금연변화단계는 개

인의 금연 시도 및 금연 계획(의도)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분류하게 된

다(Farkas et al., 1996; Etter & Perneger, 1999). 금연의 수행 및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금연변화단계 개념의 유용

성을 확인한 바 있다(Campbell et al., 2013; Farkas et al., 1996; 연정운

외, 2012; 김윤희, 2009). 금연 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모형들이 금연 의도

와 관련된 태도, 기대, 지각 등의 개별요소 확인에 초점을 둔다면, 범이

론적모형에 따른 금연변화단계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에 주안점

을 둔다. 행위변화의 의지가 실제 행위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접근전략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금연사업의 기획

과 평가에 사용하기 적절할 뿐 아니라 금연 과정을 흡연과 구분된 이분

법적 구분이 아닌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중재하는 장점이 있다. 이

런 효용성 때문에 금연변화단계 개념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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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나라의 금연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금연변화단계는 흡연자의 금연 의도를 파악하고 중

재 전략을 수립 및 적용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금연이 전자담배 사용

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연변화단계 개념을 이용하면 흡연자

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접근 전략을 제시하

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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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배경 탐색 및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전자담배 사용의 현황, 관련 요인,

사용 목적 및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은 일반담배

흡연자에서 두드러지며, 사용자들은 대개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으나 일부 연구들은 금연과 상관없는 사용 목적이 주를 이

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또 금연의도가 있는 경우 전자담배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어 상반된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서 전자담배 사용의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 흡

연자들 중 금연 시도 경험이 있거나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나, 금연변화단계

에 따른 분석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지적·동기적

요인을 반영한 역동적 모형인 금연변화단계의 개념을 이용하면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제 금연 전략 수립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내용에서 확인이 필요한

문제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성인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흡연 상태 등 여러 관

련 요인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나 현재 사용의 분포에 차이 있는

가?

둘째, 현재 흡연자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및 금연 관련 요인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나 현재사용의 분포에 차이 있는가? 특히 그

중에서 금연시도, 금연계획,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은 어떤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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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가?

셋째,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서 확인된 사항을 성

별, 연령의 구분된 집단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어떤 양상인가?

제 2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수행하였으며, 세부

적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하위

분석

금연시도

금연계획

카이제곱검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

전자담배 평생경험

전자담배 현재사용

성별

연령⇓

금연변화단계

카이제곱검정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및 금연 관련 요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음주

스트레스

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가정 실내 흡연자

금연 조례 제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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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4년 8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31일(약 2.5개월)까지 전

국에서 수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

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조사수행 체계를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

당 조사를 통해 시 군 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지역보건사업의 성

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지역사회 민간-

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표본조사로서 매년 조사 전에 모집단을 대

표하는 표본을 선정한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자료와 국토교통부

의 주택유형자료를 협조 받아 표본추출틀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

건소별 평균 900명이 조사될 수 있도록 표본 가구를 추출한다. 조사방법

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프로그

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1:1 면접조사(전자설문조사)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질병관리본부, 2016a).

조사항목은 총 168개이며 크게 개인설문조사, 가구설문조사로 나눠진

다. 개인조사로는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

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활동 항목이 있다. 가구조사로는 세대유형, 기

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소득, 치매환자 동거여부, 가구 식품 안정성 항

목이 있다(질병관리본부, 2016b).

조사대상은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며, 2014년에는 총 228,712명이 조사되었다. 재개발 혹은 재

건축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 상업 혹은 공단 밀집지역으로 거주가

희박한 지역, 특정집단(한센촌, 기숙사, 종교단체집단) 거주지역 등은 표

본가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1 면접조사임을 감안하여 조사원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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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구를 방문하였으나 접촉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혹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거주하지 않은 가구는 조사가구에서 제외하여 대체하였으며 군복

무, 타지역 및 해외 장기체류, 장기입원 등의 이유로 조사기간 내에 접촉

불가능한 가구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질병관리본부, 2014a).

조사 결과는 조사 다음 해 3월 공표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

(http://chs.cdc.go.kr) 및 KOSIS 국가통계포털시스템(http://kosis.kr)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 원시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에

연구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자에 한해 승인 후 제공된다. 본

연구도 해당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제공받은 원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14년 전국 조사 자료에 포함된 참여자는 총 228,712명이다. 이 중 분석

을 위해 선정한 문항에 대해 ‘응답거부’ 또는 ‘모름’으로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5,092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현재흡연자로서 총 45,378명이었다.

제 4 절 변수 구성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종속변수로서 ‘전자담배 평생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전자담

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

것이며, ‘전자담배 현재사용’은 “현재 전자담배를 피웁니까?”라는 설문에

‘예’ 혹은 ‘아니오’ 중 선택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금연시도’ 항목은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최근 1년간 금연한 적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 1년간 없다’, ‘금연한 적 없다’ 중 응답한 것이다. ‘금연계

획’은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6개월 이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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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 있다’,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 항목은 계

획 전 단계(precontemplation), 계획 단계(contemplation), 준비 단계

(preparation)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들(Farkas et al., 1996; Etter &

Perneger, 1999)을 근거로 ‘계획전단계’란 앞으로 6개월 내에 금연계획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계획단계’는 앞으로 6개월 내에 금연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1개월 내 금연계획이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금연시도가

없었던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준비단계’는 1개월 내 금연계획이 있으면

서 지난 1년 동안 금연시도가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미혼, 배우자 있음, 이

혼·사별·별거), 교육수준(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을 이용했다. 소득수준은 연 가구 총 소득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3. 흡연 및 금연 관련요인

일반담배 흡연여부는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현재흡연자로 구분하였으

며 ‘현재흡연자’는 평생 담배를 100개비 이상 피웠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현재 담배를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흡연 시작 연

령’은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대해

담배 구입 가능 연령 및 선행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우

리나라에서 담배 판매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허용되며, 19세 이하의 나

이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25세 이후 시작한 경우와 비교해 니코틴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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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약 11배 높았다(Park et al., 2004). 이런 점에 근거해 만 19세 미만

의 경우와 만 19세 이상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금연에 중요한 다른 요인

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이 있으며 이는 반 갑 미만, 반 갑 이상-한 갑

미만, 한 갑 이상-두 갑 미만, 두 갑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정 실내 흡

연자 여부’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가정의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담배

를 피우는 분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조사

결과를 이용했다. 흡연과 관련된 생활습관 요인으로 ‘음주’ 항목은 평생

음주여부, 최근 1년간의 음주여부 및 음주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

용해 비음주, 일주일에 1번 이하, 일주일에 2번 이상으로 분류했다. ‘스트

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물어보고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스

트레스 받음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금연조례 제정 지역’

은 문헌정리를 통해 정의를 내리고, 별도의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분석

에 포함시켰다. 금연조례와 흡연율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

된 연구들에서 제정 후(post-legislation) 추적관찰 시점으로 선택한 기간

은 최소 6개월에서 5년 이상으로 다양하였다(Callinan et al., 2010). 본

연구는 금연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점과 선행연구의 기준(Gallus et al., 2007; Hahn et al.,

2008)을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금연 관련 조례

가 제정되어 2년을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거주, 그렇지 않은 사람

을 비거주로 분류했다.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한 자료는 행정자치부 자치

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금연 관련 조례의 각 시·군·

구 별 자료를 조회한 뒤 수집한 정보를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지역보

건소 코드와 연계하여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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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

도록 복합표본설계 하에서 추출되었으므로 통계 분석 시 가중치, 층화변

수, 집락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복합표본 분석 통

계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PASW(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다음의 통계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자의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결과 값으로 가중치 적용

전 참여자 숫자와 가중치를 적용한 참여자 백분율 및 표준오차를 제시하

였다. 가중치의 적용에는 개인별 분석을 위한 개인가중치를 이용했다. 다

음으로 전체 참여자의 전자담배 평생경험 및 현재 사용의 분포를 확인하

였다. 결과 값으로 가중치 적용 백분율과 백분율의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으며, 항목별 독립성검정을 위한 교

차분석 방법으로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p-value를

제시했다.

둘째, 현재흡연자의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결과 값으로 가중치 적용 전 흡연자 숫자

와 가중치를 적용한 흡연자 백분율 및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전자담배

평생경험 및 현재 사용의 분포를 확인하여 결과 값으로 가중치 적용 백

분율과 백분율의 95% 신뢰구간을 제시했으며, 항목별 독립성검정을 위

한 교차분석 방법으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했다.

셋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 금연계획,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

용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을 추가 수행하여 해당 분석의 결과

를 교차비(OR,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현재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하위 분석을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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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했다.

제 6 절 연구 윤리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참여자들은 설문참여시 동의서를 통해 자발적 참

여에 대한 의사를 밝힌 후 조사에 응하였다. 또한 조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을 득하였다(질병관

리본부, 2016a).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조사

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전화 확인 조사를 목적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

일, 전화번호를 수집하였으나 조사수행일로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2015년 3월 1일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했다(질병

관리본부, 2016a). 이에 따라 원시자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변수가 제

외되어 복합 표본설계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 본 연구

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승

인 절차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공개된 이차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조사 참여자의

개인 식별이 불가하여 이를 제공받아 분석함으로써 조사 참여자에게 주

어지는 위험이 없는 연구이므로, 이에 근거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연구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IRB No: E1610/003-004). 본 연구

과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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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전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시행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 225,092명의 일반적 특성 분

포는 다음과 같다(표 1). 전체 중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혼·사별·별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일 적었다.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 이하나 중학교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적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았다. 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에서는 구간별로

비슷했고, 400만원 이상인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음주항목에서는

주 1번 이하로 마시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 항목에서는 스트레

스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금연조례

제정 지역(제정 후 2년 초과) 항목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았다. 흡연상태에서는 비흡연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흡연자, 과거흡연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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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225,092)

항목 사람 수 % (SE)

성별 남성

여성

101,839

123,253

49.6 (0.1)

50.4 (0.1)

연령(만) 19-29

30-39

40-49

50-59

≥60

25,167

33,995

43,407

44,806

77,717

17.7 (0.1)

19.2 (0.1)

21.7 (0.1)

19.7 (0.1)

21.7 (0.1)

결혼상태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34,508

154,738

35,846

22.5 (0.1)

66.2 (0.1)

11.3 (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56,269

25,212

64,748

78,863

13.3 (0.1)

8.8 (0.1)

30.2 (0.1)

47.7 (0.1)

가구소득 < 100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만원

49,629

38,310

42,297

35,985

58,871

12.8 (0.1)

14.4 (0.1)

19.8 (0.2)

18.7 (0.2)

34.3 (0.2)

음주 비음주

≤주 1번

≥주 2번

70,349

104,603

50,140

23.9 (0.1)

52.6 (0.1)

23.5 (0.1)

스트레스 받지 않음

받음

166,554

58,538

71.9 (0.1)

28.1 (0.1)

금연조례 제정 지역 비거주

거주

91,894

133,198

22.8 (0.1)

77.2 (0.1)

흡연상태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현재흡연자

142,441

37,273

45,378

61.5 (0.1)

15.9 (0.1)

22.6 (0.1)

사람 수: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 가중치 적용.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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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체 참여자의 전자담배 사용

1. 전자담배 평생경험

전체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및 금연 요인과 전자담배 사

용에 대해 분포를 확인하고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여자에서 전자담배를 평생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의 가중치 적

용 백분율은 6.2%였다. 남성의 평생경험률은 여성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

다. 연령에 따라서는 19-29세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나이가 증가할

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서가장 적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사람의

평생경험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유배우자, 이혼·사별·별거 순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서 전자담배 경험이 더 많았으며, 가구소득은 소

득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올라갔으나, 200만 원 이상에서는 소득 구간이

달라도 비슷했다. 비음주자의 평생경험이 가장 낮았고, 음주 빈도가 잦은

경우 전자담배 경험률도 높았다. 스트레스 항목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분류된 군에서, 금연조례 제정 지역 항목은 거주자에서 전자담배 경험률

이 더 높았다. 흡연상태별로는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평생경험은 매우 낮

았고, 현재흡연자의 전자담배 경험률은 높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 모든 항목에서 각 요소별로 전자담배 평생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27 -

2. 전자담배 현재사용

전체 참여자에서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 중인 사람의 가중치 적용 백분

율은 0.9%였다. 평생경험률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현재사용률은

차이가 있었다. 연령 항목에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양상이었

다.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전자담

배 현재사용률은 평생경험률과 수치는 달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음

주 빈도가 잦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그리고 금연조례 제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흡연 상태 별 분석

에서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평생경험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재흡

연자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상 모든 항목에서 각 요소별로 전자담배 현재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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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 참여자의 전자담배 평생경험 및 현재사용(N=225,092)

항목
평생경험 현재사용

% (95% CI) p % (95% CI) p

전체 6.2 (6.0-6.3)00 - 0.9 (0.8-0.9) -

성별 남성

여성

11.6 (11.4-11.9)

0.8 (0.8-0.9)00

<0.001 1.7 (1.6-1.8)

0.1 (0.1-0.1)

<0.001

연령(만) 19-29

30-39

40-49

50-59

≥60

10.1 (9.7-10.6)0

9.8 (9.5-10.2)0

6.1 (5.8-6.1)00

4.1 (3.8-4.3)00

1.7 (1.6-1.8)00

<0.001 1.8 (1.6-2.1)

1.6 (1.5-1.8)

0.7 (0.6-0.9)

0.3 (0.2-0.3)

0.2 (0.1-0.2)

<0.001

결혼상태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10.1 (9.7-10.5)0

5.4 (5.3-5.6)00

2.8 (2.5-3.0)00

<0.001 1.8 (1.6-1.9)

0.7 (0.6-0.8)

0.3 (0.2-0.4)

<0.0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3 (1.2-1.5)00

3.5 (3.2-3.8)00

6.7 (6.4-6.9)00

7.7 (7.5-7.9)00

<0.001 0.1 (0.1-0.1)

0.3 (0.2-0.4)

0.9 (0.8-1.0)

1.2 (1.1-1.3)

<0.001

가구소득 < 100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만원

3.1 (2.9-3.4)00

5.5 (5.2-5.9)00

6.9 (6.6-7.3)00

06.9 (6.6-7.2)00

6.7 (6.5-7.0)00

<0.001 0.4 (0.3-0.5)

0.7 (0.6-0.8)

1.0 (0.9-1.1)

1.1 (0.9-1.2)

1.0 (0.9-1.1)

<0.001

음주 비음주

≤주 1번

≥주 2번

1.8 (1.7-2.0)00

5.6 (5.4-5.8)00

11.8 (11.5-12.2)

<0.001 0.2 (0.2-0.3)

0.9 (0.8-1.0)

1.6 (1.4-1.7)

<0.001

스트레스 받지 않음

받음

5.3 (5.1-5.4)00

8.4 (8.1-8.7)00

<0.001 0.7 (0.6-0.7)

1.4 (1.3-1.5)

<0.001

금연조례 제정 지역 비거주

거주

5.6 (5.4-5.8)00

6.3 (6.2-6.5)00

<0.001 0.7 (0.6-0.7)

1.0 (0.9-1.0)

<0.001

흡연상태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현재흡연자

0.3 (0.3-0.4)00

5.8 (5.4-6.1)00

22.4 (21.9-22.9)

<0.001 0.0 (0.0-0.0)

0.7 (0.6-0.8)

3.4 (3.2-3.6)

<0.001

%: 가중치 적용.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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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재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 중 현재흡연자는 45,378명이며 그 분포는 다

음과 같았다(표 3). 남성과 여성의 분율은 큰 차이가 있었고, 연령별로

는 30대에서 50대가 20% 이상이고, 10대와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적

었다. 흡연자의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의 분포는 전체참여자와 비

슷했다. 현재흡연자 중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전체참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은 비교적 많았다. 흡연자에

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전체참여자보다 더 많았다. 금연조례 제정

지역 거주 분포는 전체참여자와 비슷했다. 흡연을 19세 미만에 시작한

사람보다 19세 이상에 시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반 갑에서 두 갑 사이에 해당 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하루 두 갑 이상을 피우는 사람이 가장 적었다. 가정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연과 관련해서는 현재흡연자 중 1년 이전에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가장 많았고, 최근 1년 이내에 시도해 본 사람이 가장 적었다. 언젠가

금연하겠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는 사람

이 가장 적었다. 흡연자를 금연변화단계에 따라 분류했을 때 계획전단계

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 행동변화(금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흡연 습관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

인 계획단계의 흡연자는 그 다음이었고, 행동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

거나 계획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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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재흡연자의 일반적 특성(N=45,378)

항목 사람 수 % (SE)
성별 남성

여성
41,544
3,834

92.6 (0.1)
7.4 (0.1)

연령(만) 19-29
30-39
40-49
50-59
≥60

5,100
9,146
11,627
9,847
9,658

17.4 (0.2)
23.8 (0.3)
26.8 (0.3)
20.0 (0.2)
12.1 (0.2)

결혼상태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9,733
30,467
5,178

28.0 (0.3)
63.3 (0.3)
8.7 (0.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6,178
4,826
17,122
17,252

7.0 (0.1)
7.7 (0.1)
37.2 (0.3)
48.1 (0.3)

가구소득 < 100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만원

7,604
7,939
9,974
8,081
11,780

10.3 (0.2)
14.8 (0.2)
22.6 (0.3)
20.0 (0.3)
32.4 (0.3)

음주 비음주
≤주 1번
≥주 2번

6,286
18,140
20,952

9.7 (0.2)
44.3 (0.3)
46.0 (0.3)

스트레스 받지 않음
받음

30,520
14,858

64.6 (0.3)
35.4 (0.3)

금연조례 제정 지역 비거주
거주

18,319
27,059

23.3 (0.2)
76.7 (0.2)

흡연 시작 연령(만) <19세
≥19세

14,896
30,482

35.2 (0.3)
64.8 (0.3)

하루 평균 흡연량 <반 갑
반 갑-한 갑
한 갑-두 갑
≥두 갑

7,890
17,038
19,060
1,390

17.8 (0.2)
40.7 (0.3)
39.1 (0.3)
2.3 (0.1)

가정 실내 흡연자 없음
있음

41,767
3,611

91.1 (0.2)
8.9 (0.2)

금연시도 없음
1년 이전
최근 1년 이내

15,702
18,884
10,792

32.8 (0.3)
40.3 (0.3)
26.8 (0.3)

금연계획 없음
언젠가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3,058
21,459
7,382
3,479

25.5 (0.3)
46.8 (0.3)
19.2 (0.2)
8.5 (0.2)

금연변화단계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34,517
8,796
2,065

72.3 (0.3)
22.5 (0.3)
5.2 (0.1)

사람 수: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 가중치 적용.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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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현재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1. 전자담배 평생경험

현재흡연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및 금연 요인과 전자담배 사용

에 대해 분포를 확인하고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현재흡연자에서 전자담배를 평생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의 전체 백

분율은 22.4%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평생경험률이 낮았지만, 전체

참여자에서의 현격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19-29세에서 높

았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다

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은 수치는 달라도 전체참여

자에서의 양상과 비슷했다. 비음주자의 평생경험이 가장 낮고, 음주를 하

는 경우 빈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흡연자에서 스트레스 및 금연조례

제정 지역 항목에 따른 경험률은 전체참여자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흡연

을 19세 전에 시작한 경우 평생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평균 흡

연량이 반 갑 미만인 경우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정 실내 흡연

자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더 높았다.

현재흡연자 중 금연을 미시도자의 전자담배 경험률이 가장 낮았고, 1

년 이전에 시도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해당하는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금연 계획이 없는 사람의 전자담배 경험률이 가장 낮았고, 언젠가

금연하겠다는 경우 그 다음이었다. 6개월 이내 금연 계획하는 사람과 1

개월 이내에 금연 계획이 있는 사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담배 경

험률이 확인됐다. 금연변화단계 중 계획전단계에서 전자담배 경험이 가

장 적고,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의 흡연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상 모든 항목에서 각 요소별로 전자담배 평생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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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

현재흡연자에서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 중인 사람, 곧 일반담배와 전자

담배 복합사용자의 전체 백분율은 3.4%였다. 현재(복합)사용 역시 남성

과 젊은 연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현재사

용률은 평생경험률과 비슷한 양상으로 확인됐다. 흡연 및 금연 관련 요

인별 현재사용률 역시 평생경험률과 비슷한 결과였다. 다만, 가정 실내

흡연자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은 차이가 없었다.

흡연자 중 금연 시도가 없었던 사람에서 전자담배를 사용이 가장 낮았

고, 1년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해당하는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

연 계획이 없는 사람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가장 낮았고, 언젠가 금연하

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다. 6개월 이내 금연 계획 중인 사람과

1개월 이내 금연 계획이 있는 사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연변화

단계 중 계획전단계에 있는 사람에서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률이 가장

낮았고, 계획단계, 준비단계로 갈수록 사용률이 더 높았다.

이상 모든 항목에서 각 요소별로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에 대한 교

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 실내 흡연자 여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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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재흡연자의 전자담배 평생경험 및 현재사용(N=45,378)

항목
평생경험 현재(복합)사용

% (95% CI) p % (95% CI) p

전체 22.4 (21.9-22.9) - 3.4 (3.2-3.6) -
성별 남성

여성
22.9 (22.3-23.4)
17.0 (15.5-18.6)

<0.001 3.5 (3.3-3.7)
2.2 (1.7-3.0)

0.002

연령(만) 19-29
30-39
40-49
50-59
≥60

37.9 (36.4-39.4)
29.0 (27.9-30.1)
18.4 (17.6-19.3)
14.2 (13.3-15.0)
9.9 (9.1-10.7)0

<0.001 7.2 (6.4-8.1)
4.9 (4.4-5.5)
2.4 (2.1-2.8)
0.9 (0.7-1.2)
1.1 (0.8-1.4)

<0.001

결혼상태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30.4 (29.4-31.4)
20.1 (19.5-20.6)
14.0 (12.8-15.3)

<0.001 5.3 (4.8-5.9)
2.8 (2.6-3.0)
1.5 (1.1-2.1)

<0.0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8.6 (7.7-9.7)00
14.9 (13.5-16.3)
20.4 (19.7-21.2)
27.2 (26.4-28.0)

<0.001 0.7 (0.5-1.0)
1.2 (0.9-1.6)
2.8 (2.5-3.1)
4.6 (4.2-5.0)

<0.001

가구소득 < 100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만원

14.1 (13.0-15.2)
19.9 (18.7-21.1)
22.4 (21.4-23.4)
23.6 (22.5-24.7)
25.6 (24.6-26.5)

<0.001 2.2 (1.7-2.8)
2.6 (2.2-3.1)
3.4 (2.9-3.9)
3.8 (3.3-4.4)
3.9 (3.5-4.3)

<0.001

음주 비음주
≤주 1번
≥주 2번

14.5 (13.3-15.8)
23.7 (22.9-24.5)
22.9 (22.2-23.6)

<0.001 2.0 (1.6-2.5)
3.9 (3.6-4.3)
3.2 (2.9-3.5)

<0.001

스트레스 받지 않음
받음

21.1 (20.5-21.7)
24.9 (24.0-25.7)

<0.001 2.9 (2.6-3.1)
4.4 (4.0-4.8)

<0.001

금연조례 제정 지역 비거주
거주

20.5 (19.7-21.3)
23.0 (22.4-23.6)

<0.001 2.4 (2.1-2.7)
3.7 (3.4-4.0)

<0.001

흡연 시작 연령(만) <19세
≥19세

29.7 (28.8-30.6)
18.5 (17.9-19.0)

<0.001 4.7 (4.3-5.2)
2.7 (2.4-2.9)

<0.001

하루 평균 흡연량 <반 갑
반 갑-한 갑
한 갑-두 갑
≥두 갑

17.5 (16.5-18.6)
22.8 (22.0-23.6)
24.0 (23.2-24.7)
27.7 (24.7-30.9)

<0.001 3.9 (3.4-4.6)
3.6 (3.2-3.9)
2.9 (2.6-3.2)
4.4 (3.3-6.0)

0.001

가정 실내 흡연자 없음
있음

21.9 (21.4-22.4)
28.0 (26.1-30.0)

<0.001 3.3 (3.1-3.6)
4.0 (3.2-5.0)

0.134

금연시도 없음
1년 이전
최근 1년 이내

14.9 (14.2-15.6)
23.4 (22.7-24.2)
30.1 (29.1-31.2)

<0.001 2.0 (1.7-2.3)
2.7 (2.4-3.0)
6.2 (5.6-6.8)

<0.001

금연계획 없음
언젠가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5.5 (14.7-16.3)
22.3 (21.6-23.0)
30.3 (29.0-31.5)
26.5 (24.7-28.3)

<0.001 1.8 (1.5-2.1)
2.8 (2.5-3.1)
5.6 (5.0-6.2)
6.6 (5.6-7.8)

<0.001

금연변화단계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9.9 (19.3-20.4)
29.3 (28.2-30.5)
28.1 (25.7-30.6)

<0.001 2.4 (2.2-2.7)
5.5 (4.9-6.1)
7.7 (6.3-9.4)

<0.001

%: 가중치 적용.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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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금연시도, 금연계획,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 금연계획 및

금연변화단계와 종속변수인 전자담배 평생경험, 현재사용의 연관성을 분

석했으며 총 45,378명이 분석에 포함됐다(표 5).

흡연자가 1년 이전 금연시도를 해 본 경우 금연시도가 없었던 사람에

비해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가 유의하게 컸고, 이는 혼란변수들을 보

정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1년 이내 금연시도를 해 본 경

우 금연시도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해 전자담배 평생경험의 보정 후 교차

비가 유의하게 컸다. 금연계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언젠가 금연을 계

획하는 경우의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는 보정 전후 모두 유의하게 컸

다. 6개월 이내와 1개월 이내 계획한 경우의 보정 후 교차비는 그보다도

더 큰 결과를 보였다. 흡연자가 계획단계에 있을 경우 계획전단계와 비

교하여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가 컸으며, 준비단계에 있을 경우 역시

유의한 교차비가 도출됐으나 계획단계와는 차이가 없었다.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흡연자 중 1년 이전에 금

연시도 해 본 경우는 금연시도가 없었던 사람과 비교해 유의하게 큰 교

차비가 확인됐다. 최근 1년 이내 금연 시도한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큰

교차비가 도출됐다. 금연계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언젠가 금연계획이

있으면 유의하게 큰 교차비가 도출됐고, 6개월 이내와 1개월 이내 계획

한 경우 그보다 더 큰 교차비가 나타나 금연계획의 시기가 더 구체적일

수록 교차비가 더 큰 결과를 보였다. 금연변화단계에 대한 분석에서, 계

획전단계와 비교해 계획단계의 흡연자는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의 교

차비가 유의하게 컸다. 준비단계의 경우는 그보다도 더 큰 교차비가 확

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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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 금연계획,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N=45,378)

항목

평생경험 현재(복합)사용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금연시도

없음

1년 이전

최근 1년 이내

1.00 (Ref)

1.75 (1.63-1.88)*

2.46 (2.28-2.66)*

1.00 (Ref)

1.95 (1.81-2.10)*

2.62 (2.42-2.84)*

1.00 (Ref)

1.40 (1.17-1.68)*

3.29 (2.75-3.93)*

1.00 (Ref)

1.48 (1.23-1.79)*

2.93 (2.43-3.52)*

금연계획

없음

언젠가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00 (Ref)

1.56 (1.45-1.68)*

2.37 (2.18-2.58)*

1.97 (1.76-2.20)*

1.00 (Ref)

1.55 (1.44-1.68)*

2.13 (1.95-2.32)*

2.06 (1.83-2.32)*

1.00 (Ref)

1.60 (1.30-1.97)*

3.28 (2.65-4.06)*

3.93 (3.06-5.05)*

1.00 (Ref)

1.49 (1.21-1.83)*

2.54 (2.04-3.15)*

3.42 (2.64-4.43)*

금연변화단계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1.67 (1.57-1.79)*

1.58 (1.39-1.79)*

1.00 (Ref)

1.54 (1.44-1.64)*

1.63 (1.43-1.86)*

1.00 (Ref)

2.32 (2.01-2.68)*

3.35 (2.65-4.22)*

1.00 (Ref)

1.93 (1.67-2.24)*

2.88 (2.26-3.66)*

Adjusted OR: 각 항목 별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음주, 스트레스,

금연조례 제정 지역, 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가정 실내 흡연자를 보정함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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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하위 분석

1. 성별 분석

현재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연령별

하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계획단계에 있는 흡연자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계획전단계인 경우와

비교해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가 유의하게 컸다. 준비단계에 해당하

는 경우도 남녀 모두에서 전자담배 평생경험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컸다. 다만,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의 교차비에는 차이가 없었다.

금연변화단계와 현재흡연자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복합사용)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계획전단계인 경우와 비교해 유의하게 큰

교차비가 확인됐다.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성에서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차비가 나타났으나,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정 후 교차비가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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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재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성

별 하위 분석(N=45,378)

항목

평생경험 현재(복합)사용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95% CI)

남성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1.65 (1.55-1.76)***

1.57 (1.38-178)***

1.00 (Ref)

1.53 (1.43-1.64)***

1.63 (1.43-1.87)***

1.00 (Ref)

2.26 (1.95-2.62)***

3.40 (2.68-4.32)***

1.00 (Ref)

1.91 (1.64-2.22)***

2.91 (2.27-3.72)***

여성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2.03 (1.70-2.42)***

1.84 (1.29-2.63)**z

1.00 (Ref)

1.52 (1.26-1.83)***

1.48 (1.05-2.08)*zz

1.00 (Ref)

3.48 (2.17-5.58)***

2.86 (1.33-6.15)**z

1.00 (Ref)

2.46 (1.57-3.85)***

2.10 (0.96-4.61)zzz

Adjusted OR: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음주, 스트레스, 금연조례 제정 지역,

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가정 실내 흡연자 여부를 보정함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p-value<0.001

** p-value<0.01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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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분석

현재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연령별

하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계획단계의 현재흡연자에서 전자담배 평생경험의 교차비는 연령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19-29세와 30-39세, 40-49세에서 보정 후 교차비는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반면, 50-59세와 60세

이상인 계획단계 흡연자의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준비단계의 흡연자에서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 역시

19-29세와 30-39세, 40-49세에서 혼란변수를 보정한 교차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컸으나 50-59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계획단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차비가 도출되지 않은 60세

이상에 흡연자에서,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유

의하게 큰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가 확인됐다.

다음으로 계획단계의 현재흡연자에서 전자담배 현재사용(복합)사용의

교차비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준비단계의 흡연자는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50-50세 연령을 제외하

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됐다. 준비단계에서 확인된 전자

담배 현재(복합)사용의 교차비가 계획단계보다도 컸던 경우는 19-29세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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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현재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에 대한 연

령별 하위 분석(N=45,378)

항목

평생경험 현재(복합)사용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19-29세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1.58 (1.43-1.75)***

1.52 (1.22-1.89)***

1.00 (Ref)

1.75 (1.57-1.95)***

1.94 (1.54-2.44)***

1.00 (Ref)

2.05 (1.68-2.50)***

3.47 (2.45-4.90)***

1.00 (Ref)

2.11 (1.73-2.58)***

3.66 (2.61-5.14)***

30-39세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1.51 (1.36-1.66)***

1.44 (1.19-1.75)***

1.00 (Ref)

1.53 (1.38-1.70)***

1.61 (1.31-1.97)***

1.00 (Ref)

1.77 (1.44-2.17)***

2.68 (1.89-3.81)***

1.00 (Ref)

1.71 (1.39-2.10)***

2.48 (1.73-3.57)***

40-49세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1.55 (1.38-1.74)***

1.24 (0.94-1.64)zzz

1.00 (Ref)

1.61 (1.43-1.81)***

1.44 (1.08-1.92)*zz

1.00 (Ref)

1.98 (1.49-2.64)***

2.21 (1.26-3.87)**z

1.00 (Ref)

1.93 (1.43-2.60)***

2.18 (1.21-3.93)**z

50-59세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1.05 (0.90-1.23)zzz

0.96 (0.69-1.32)zzz

1.00 (Ref)

1.10 (0.94-1.30)zzz

1.13 (0.82-1.56)zzz

1.00 (Ref)

1.82 (1.24-2.67)**z

0.51 (0.15-1.74)zzz

1.00 (Ref)

1.94 (1.32-2.86)**z

0.59 (0.17-1.99)zzz

60세이상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1.00 (Ref)

1.17 (0.98-1.39)zzz

1.84 (1.41-2.40)***

1.00 (Ref)

1.18 (0.98-1.43)zzz

2.16 (1.63-2.87)***

1.00 (Ref)

2.49 (1.83-3.37)***

4.05 (2.46-6.66)***

1.00 (Ref)

2.41 (1.77-3.28)***

4.74 (2.77-8.10)***

Adjusted OR: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음주, 스트레스, 금연조례 제정 지역,

흡연 시작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가정 실내 흡연자를 보정함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p-value<0.001

** p-value<0.01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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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제 1 절 연구 결과 고찰

본 연구는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전국 성인 225,092명과

여기에 포함된 현재흡연자 45,378명을 분석하여 금연변화단계를 중심으

로 여러 요인들이 전자담배 평생사용 및 현재(복합)사용과 어떤 연관성

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수행한 단면조사연구였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흡연자들이며, 그 사용 목적을 금

연에 두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연구역의 확대로 담배를

피우기 힘든 흡연자가 담배 대체품을 찾는 등 다른 동기가 있을 가능성

이나, 표면적으로는 금연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금연의지가 적고

금연시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

에서 전자담배 사용 목적이나 금연 의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치하

지 않는 결과들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흡연자

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금연에 대한 행동 변화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연변화단계를 파악하고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분석

함으로써 금연과의 관련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 전체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자담배 사용

흡연자에 대한 분석에 앞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전체참여자에서 인구사

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흡연 상태 등 흡연 및 금연 관련 요인의 분포를

확인했다. 성별, 연령 등 여러 항목 분포에 특이 사항은 없었다. 흡연 상

태 항목에서 현재흡연자는 22.6%, 과거흡연자는 15.9%로, 2014년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재흡연자 백분율 23.3%, 과거흡연자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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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동소이했다(보건복지부, 2016b).

전체 참여자에서 전자담배 평생 경험이 있다고 한 대상자는 6.2%로,

이는 비슷한 시기 수행된 국외 연구에서 8-20%사이로 보고한 것보다는

낮지만(Schoenborn et al., 2014; Vardavas et al., 2015; King et al.,

2015), 같은 해 국내통계 조사의 7.0%에 근사한 결과였다(보건복지부,

2016b).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은 남성 11.6%, 여성 0.8%로 남성의 경험이

더 많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국내통계에서도 남성 12.9%, 여성 1.4%

로 조사된 바와 비슷했다. 이렇듯 국내에서 성별 분포는 국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경험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

다(Dockrell et al., 2013; King et al., 2015; Carroll Chapman et al.,

2014). 이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이 낮은 것처럼, 전자담

배도 남성과 여성에서 사용 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였다.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선행연구 및 국내통계(Pearson et al., 2012), Schoenborn et al.,

2014), Weaver et al., 2016; 보건복지부, 2016b)에서 확인된 바와 일치하

였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자담배 경험이 더 많은 양상이

었는데, 이는 연령 등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결과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가

구소득수준에 따라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이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했고(보건복지부, 2016b), 선행 연구들에서도 교육·소득수준과 전자

담배의 관련성에 대해 각기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Carroll

Chapman et al., 2014) 향후 후속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

된다. 음주 항목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음주하는 경우, 스트레스 항목

에서는 스트레스 받음으로 분류된 군에서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이 더 높

았다. 이는 전자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 의존을 유발한다는 점에

서(Bell et al., 2012),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음주 습관과 밀

접한 연관이 있고, 스트레스를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금연조례 지역 거주자에서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이

높았다. 이는 전자담배 사용자들 중 50%(복수응답 결과)가 전자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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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흡연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음’이라

고 응답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Dockrell et al., 2013), 일반담배 흡연에

압박을 가하는 환경적인 요인과 전자담배 사용의 증가가 연관이 있을 가

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흡연상태에 따른 전자담배 평생경험을 보면

비흡연자에서 0.3%, 과거흡연자에서 5.8%가 전자담배를 경험해 본 것과

비교해, 현재흡연자는 22.4%의 월등히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이는 전자

담배 사용 경험이 흡연자에 편중되어 있으며, 비흡연자에서는 매우 적다

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rose et al., 2015; King et al., 2013). 다

만 한 종단적 연구에서 과거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경험률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는데(King et al., 2015), 이는 흡연

자가 금연한 이후로도 전자담배를 계속 사용하거나 금연에 성공한 과거

흡연자가 재흡연 욕구를 참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개인에서 흡연습관은 정적이지 않고 흡연·금연·재흡연의 사이에서

변동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흡연 상태와 전자담배 경험 간의 관

계 및 변화가 어떤 양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흡연

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다뤄지지 않은 점이나 후속 연구들에서

과거흡연자에 초점을 두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 조사 참여자에서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 중인 사람은 0.9%로 이

는 비슷한 시기의 연구결과(Schoenborn et al., 2014; King et al., 2015)

에서 확인한 1-4%에 가까운 수치였다. 다만,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재사용률 2.1%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보건복지부,

2016b).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흡연 및 금연 관련 요인들에서 확

인된 현재사용의 분포 양상은 평생경험률 분포와 유사했다. 현재사용률

도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고, 젊은 연령층의 사용률이 높아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사용률이 더 낮은 양상이었다. 이는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을

조사했을 때 연령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일부 연구결과에는 부합하

지 않지만(King et al., 2015; Regan et al., 2013), 다른 연구 및 국내조

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연령과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역의 관계

에 있음을 보고했다(Weaver et al., 2014; Schoenborn et al., 2014;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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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 전자담배 사용에는 확산 추세 및 마케팅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되는 만큼 연령별 전자담배 사용 양상이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Schoenborn et al., 2014). 마지막으로 흡연상태와 전자담

배 현재사용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평생경험의 분포에서와 같이 비흡연

자가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경우는 극히 적은 반면, 현재흡연자는 3.4%

가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컸다. 이는 비흡

연자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을 약 1% 이하로 보고해 흡연자와 달리 사

용이 드물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했다(Pearson et al., 2012;

Schoenborn et al., 2014).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된 점으로 대부분의 전자담배 사용자는 일반담배를 동시에 흡연하는 복

합사용자라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였다(김주연 외, 2015)..

2. 현재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자담배 사용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 중 현재흡연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및 금연 요인의 분포를 분석했다. 흡연자 중

여성의 백분율이 낮은 점을 제외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분포는 전체참

여자에서의 분포와 비슷했다.

금연시도 항목에서 금연시도 없었음, 1년 이전, 최근 1년 이내의 백분

율이 각각 32.8%, 40.3%, 26.8%였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안혜란, 2015;

연정운 외, 2012; 김경수 외, 2012)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국외연

구들에서 1년 내 금연시도자가 대략 50% 전후로, 금연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 10% 미만이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흡연자들

의 금연시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11; Borland et al., 2012). 금연계획 항목은 계획 없

음, 언젠가,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로 응답한 분율이 각각 25.5%,

46.8%, 19.2%, 8.5%였는데, 다른 국내조사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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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7.4%, 32.6%, 15.3%, 24.7%로 보고했고, 2015 흡

연실태 수시조사에서 38.2%, 40.2%, 9.3%, 9.8%로 보고한 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16b). 다만, 국외

에서 6개월 이내 금연 의도(계획)이 있는 경우가 50%이상인 것으로 보

고한 것에 비하면(Cancer Council Victoria, 2012; Rutten et al., 2015),

금연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금연 계획을 갖고 있는 흡연자가 상

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연변화단계 항목에

서 계획전단계가 72.3%로 다수를 차지하고, 계획단계가 22.5%였으며 준

비단계가 5.2%였다. 이는 금연 수행에 가까운 단계일수록 흡연자의 빈도

가 낮다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했다(김경수 등 2012 ; 차보경. 남

자 대학생의 금연 변화 단계 이행에 대한 예측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

21 권, 제 4 호, 2009년). 국외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계획전단계에서 준

비단계로 갈수록 백분율이 감소하는 것은 유사했지만, 계획전단계에 해

당하는 흡연자가 50%이하로 많지 않아(Campbell et al., 2013; Velicer et

al., 1995),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외국의 흡연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금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은 22.4%였다.

30% 이상의 평생경험률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보다 낮았으나

(Vickerman et al., 2013; King et al., 2015), Rutten 등(2015)이본 연구의

자료와 같은 해 조사를 수행해 분석한 20.4%와는 비슷했다. 흡연 중인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22.9%와 17.0%이 전자담배 경험이 있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됐다. 국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자담

배 평생경험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Vardavas et al., 2015; Giovenco et al., 2014). 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

라에서 전자담배가 남성흡연자에서 가장 많이 확산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담배의 흡연 여부를

조사할 때 여성이 자가 보고한 흡연율과 검사 통해 확인한 결과에 차이

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Park et al., 2014), 여성 전자담배

경험률이 사회문화적인 통념상 실제보다 과소보고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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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연령의 흡연자에서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이 높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경험률은 더 낮은 양상으로 이는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했다(Vardavas et at., 2015; Adkison et al., 2013;

Giovenco et al., 2014). 흡연자 중 19-29세에서 37.9%로 가장 높은 전자

담배 경험률을 보였는데, 이는 외국의 젊은 연령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40% 의 평생경험률을 보인 것과 비슷했다(Ramo et al.,

2015; Goniewicz et al., 2012; Czoli et al., 2014). 사람들이 전자담배 사

용을 시도하게 되는 이유 중 상당부분이 전자담배 회사의 온라인을 통한

홍보·판촉의 영향인데, 온라인 마케팅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젊

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Kong

et al., 2015). 또한 젊은 연령층은 새로운 것을 찾는 특성이 있으며

(novelty seekers), 약물 사용과 같이 건강에 해로운 위험-감수 행동

(risk-taking behaviors)을 많이 보이는 집단으로서 전자담배 같이 새롭

고 그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Sutfin et al., 2013). 실제로 일반담배와 무연담배(smokeless

tobacco)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해 보니 젊은 연령에서 가장 많

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이었다(Messer et al., 2015).

금연을 목적으로 보조수단을 찾는 경향에 있어 젊은 연령은 전자담배를,

나이가 많으면 공인된 치료제인 니코틴 대체요법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

도 이를 뒷받침한다(Pokhrel et al., 2014). 연령 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들로 미혼, 고학력, 고소득 군에서 전자담배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

았다. 다만 연령 등 관련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결

과이고, 선행연구들에서도 해당 결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거나 연

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Rutten et al., 2015; Adkison et al., 2013;

Giovenco et al., 2014),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 및 금연 관련요인으로 음주를 해 본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금연조례 제정 지역 거주 중인 경우, 흡연시작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

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이 높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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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로 신뢰구간이 중첩되기는 하나 흡연량과 전자담배 경험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 실내 흡연자가 있는 사람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연하기 힘든

개인 요소를 더 갖고 있으며, 거주 환경에서 흡연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경우 전자담배를 더 많이 경험해 본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흡연자

들이 금연 생각이 있더라도 금연프로그램 참여와 같이 입증된 금연 보조

수단에 관심이 저조한 반면(민순. 일 지역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에 인

식 및 기대정도), 금연 수단으로 홍보되는 전자담배는 쉽게 접할 수 있

게 되면서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연시도가 없었던 경우, 1년 이전에 있었던 경우, 최근 1년 내에 있었

던 경우를 보면 후자로 갈수록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이 높았다. 금연계획

이 없는 경우, 언젠가 금연하려는 경우, 6개월 혹은 1개월 내에 계획 중

인 경우 후자로 갈수록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이 높았다. 위 결과들은 선

행연구에서 과거 금연시도 및 6개월 내 금연 계획 여부에 따라 전자담배

경험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것과 일치했다(Schoenborn et al., 2014;

Regan et al., 2013). 금연변화단계 항목을 보면, 계획전단계 흡연자의 전

자담배 평생경험이 가장 적었고,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서는 그 보다 높

은 경험률이 확인됐다.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의 전자담배 경험률은 신뢰

구간이 중첩된 결과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금연계획이 6

개월 이내와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차이가 없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흡연자의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을 살펴보면, 3.4%의 사

용률이 확인됐으며 이는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수행해 8-9%의 사용률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Vickerman et al., 2013; King et al., 2015)보다 낮

았다. 국내에서는 관련 통계가 없어 비교하지 못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과 여성에서 각각 3.5%와 2.2%가 전자담배를 사용 중이 있었으며, 통계

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자담배 현재(복

합)사용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것(Adkison et al., 2013; Giovenco et

al., 2014)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전자담배 평생경험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와 같이 흡연문화 혹은 자가보고 정확성 문제가 이유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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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연령별로 봤을 때 젊은 연령의 흡연자가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였다(Pearson et al. 2012). 다만, 흡연자의 연령별로 현재(복합)사용

의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도 있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Adkison

et al. 2013; Giovenco et al. 2014), 조사를 수행한 집단 별로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해석에는 난점이 있어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및 조사들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연령 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미혼, 고학력, 고소득 군에서 전

자담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만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 다른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결

과이며,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연관성을 명확히 결론 내

리기 힘들기 때문에(Rutten et al. 2015; Adkison et al. 2013; Giovenco

et al. 2014; Pearson et al. 2012),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 및 금연 요인에 따른 결과로는 음주 해 본 사람, 스트레스를 받

는다고 응답한 경우, 금연조례 제정 지역 거주 중인 경우, 흡연시작연령

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 현재

(복합)사용률이 높았다. 이는 전자담배 평생경험률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흡연량에 따른 전자담배 현재사용에 차이는 구간별 차이는

있으나 신뢰구간이 중첩되는 비슷한 사용률을 보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

기 힘들었다. 종합해보면 전자담배 평생경험과 마찬가지로 금연하기 힘

든 개인 요소를 더 갖고 있으며, 거주 환경에서 흡연에 대한 압력이 있

는 경우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률이 높은 양상이었다. 다만 일부 항목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담배의

흡연 및 금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요인 중 전자담배 사

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시도가 없었던 경우, 1년 이전에 있었던 경우, 최근 1년 내에 있었

던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로 갈수록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률이 높았다.

금연계획이 없는 경우, 언젠가 금연하려는 경우, 6개월 혹은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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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중인 경우도 후자로 갈수록 사용률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과거 금연시도 및 6개월 내 금연 계획 여부에 따라 전자담배 현재(복합)

사용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Schoenborn et

al. 2014; Rutten et al. 2015). 금연변화단계 항목에 대한 결과에서는, 계

획전단계에 있는 흡연자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가장 낮았고 계획단계

와 준비단계는 계획전단계보다 높은 사용률이 확인됐다. 더불어 준비단

계의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률은 계획단계에서보다 더 높았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금연 시도와 계획이 있는 흡연자에서 전자담

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행동변화 이행의 준비 수준

을 가늠할 수 있는,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의 차이에 따라서도 전자담배

사용률 차이가 있어 금연에 대한 의지가 큰 경우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 금연시도, 금연계획,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

1년 이전에 금연을 시도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시도를 한 사람은 금

연시도가 없었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 평생사용의 교차비가 컸

으며, 이는 관련요인을 보정하기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선행

연구에서 1년 이내 금연 시도가 있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전자담배 평생사용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일치했다

(Vardavas et al., 2015; Hummel et al.,2015). 언젠가 금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금연계획이 없는 사람보다 전자담배 평생경험의 교차비가

더 컸으며, 이는 관련요인을 보정하기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6개월 혹은 1개월 이내 계획 중인 경우에서 금연계획이 없는 경우와 비

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교차비가 확인됐다. 금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전자담배 평생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컸음을 보고한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였다(Yong et al., 2015).

금연변화단계 항목에서는 계획전단계에 있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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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서 유의하게 큰 전자담배 경험의 교차비가 확

인됐다. 다만, 계획단계와 준비단계 사이에는 교차비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금연계획이 6개월 이내와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차비 차이가 없었던

것과 비슷했다.

1년 이전에 금연을 시도했거나, 최근 1년 내에 시도를 한 흡연자는 금

연시도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의 교차비

가 컸으며, 이는 관련요인을 보정하기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선행연구들에서 1년 이내 금연 시도와 전자담배 복합사용의 연관성 분석

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것과 일치했다(Brose et al., 2015; Nayak et

al., 2016). 언젠가 금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금연계획이 없는 흡연

자보다 전자담배 사용의 교차비가 더 컸으며 이는 관련요인을 보정하기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6개월 혹은 1개월 이내 계획 중인 경

우도 금연계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교차비

가 확인됐다. 선행연구들에서 6개월 내 금연계획 혹은 금연 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집단에서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부합했다(Pearson et al, 2012; Nayak et al., 2016). 금연

변화단계 항목에서는 계획전단계에 있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

획단계와 준비단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전자담배 사용의 교차비가 확인됐

다. 그리고 준비단계의 교차비 값은 계획단계에 비해서도 더 컸다.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준비단계

의 흡연자에서 전자담배 복합사용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했다(Prochaska & Grana, 2014). 이는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본 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금연

변화단계와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흡연자가 금연의 필요성을 느

끼지 못 하는 단계와 비교해, 금연을 실행에 옮기고자 계획을 세우고 시

도를 해보는 단계로 행동변화 과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함

께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보다 유해성이나 중독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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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덜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금연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Goniewicz & Teavem, 2013). 다만, 금연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계획

하는 준비단계에서도 전자담배를 복합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은 효과가 입

증된 다른 금연 보조 수단(금연클리닉 참여, 금연보조제)에 대한 이용 감

소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

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하위분석(성별, 연령)에 대한 고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대

표가 되어 ‘성(性)별 차이 고려 필요성’에 대한 의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경각심을 일

깨우고 여성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

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c). 이처럼 일반담배의 흡연

관련 연구들이 수행될 때도 성별로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인 분석

과 접근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자담배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 흡연자의 전자담배 인지율, 경험률, 사용률 및 유해성 인식이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Giovenco et al., 2014 ; Ta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현재흡연자에서 성별로 전자담배 경험률 및 사

용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확인을 하고자 별도

의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금연변화단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계획단계와 준비

단계의 전자담배 평생경험 교차비가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유의하게 컸

다. 다만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의 교차비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성별 구분

없이 분석했을 때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남성에서는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계획단계, 준비단계에서 전자담배 현

재(복합)사용의 교차비가 순차적으로 큰 값을 보였으며 이는 전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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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하는 했다. 다만, 여성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계획단

계는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유의하게 큰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의 교차

비가 산출됐으나, 준비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

과는 여성흡연자가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는 단계에서는 전자담배를 함

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금연 의도와 실질적인 실행이 준

비된 단계에서는 오히려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의 복합사용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일반담배만 흡연했을 때보다 높을 가

능성이 많은데, 여성은 니코틴 대사가 남성보다 더 빨라 니코틴 대체요

법을 시행했을 때 남성보다 예후가 나쁘다는 점에서(서경현, 2007), 여성

이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지속하여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 또 우리

나라의 문화상 여성이 흡연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서미경,

2011),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담배의 대체용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성이 실질적인 금연 준비 상

태인 경우 전자담배 보다는 인정받는 다른 금연 보조 수단(금연클리닉

참여, 금연보조제) 이용을 선호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아직 여성의 전

자담배 사용률이 낮고, 외국과 다른 전자담배 사용의 성별 특성을 보이

는 등 우리나라 여성에서 구분되는 전자담배의 사용 행태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대해서도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별도의 하위분석을 실시했다. 금연 의도나 금연 성공률 등 흡연과 금연

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연령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Messer et

al., 2008). 특별히 젊은 연령의 흡연자는 전체 성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

적으로 흡연 기간이 짧고 흡연량도 적어, 흡연 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로 금연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때문에 공중보건학

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하위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차보경, 2009). 그런데

이런 기대와 동시에 젊은 연령은 담배회사의 주요 광고 대상이 되며, 전

자담배 제조 및 판매 측에서도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연령층을 주 판촉 대

상으로 삼고 있어 동시에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과 필요하다. 게다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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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의도가 전자담배 사용 목적에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연구들과 다르

게, 젊은 연령에서는 같은 결과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동기가 전자담배의 유해성 인식 부재나 새로운 것을 찾는 성향

때문이라는 점(Sutfin et al., 2014)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19-29세, 30-39세, 40-49세는 전체흡연자에서와 같은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평생경험, 현재(복합)사용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의 보정 후 교차비가 유의하게 컸다. 19-29

세에서 준비단계의 현재(복합)사용 교차비는 계획단계의 교차비와도 차

이가 있었다. 젊은 연령의 결과와 달리 50-59세에서는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평생경험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또 50-59세에서는 전자담

배 복합(현재)사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계획단계의 교차비는 계획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컸지만, 준비단계에서는 계획전단계와 차

이가 없었다. 60세 이상에서는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계획단계의 전자담

배 평생경험의 교차비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준비단계는

유의하게 컸다. 다만, 계획단계와 준비단계에서 모두 계획전단계와 비교

해 높은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의 교차비가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젊은 연령 및 중년층에서 금연 의도가 있는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자담배 경험과 복합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전자담

배 사용 목적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젊은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단순

히 즐기기 위한 목적이나 호기심 때문에 사용하는 분율이 높다고 보고했

으나(Saddleson et al., 2016; Shiplo et al., 2015; Patel et al., 2016;

Kong et al., 2015), 본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Choi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

다는 인식이 전자담배 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Li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젊은 연령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

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음을 확인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령의 흡연자가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

계획전단계와 비교해 전자담배를 금연목적으로 복합사용할 교차비가 유

의하게 큼을 확인한 선행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Ramo et



- 53 -

al., 2015). 그런데 젊은 연령과 달리 50-59세에서는 금연변화단계와 전자

담배의 사용의 연관성이 제한적이었다. 계획단계의 흡연자에서만 전자담

배 현재(복합)사용과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

자담배의 인지율이 낮고,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Tan et al., 2014). 60세 이상에서는 계획

단계와 전자담배 평생경험의 연관성 분석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차이

가 파악됐다. 젊은 연령층이나 50대에서 확인된 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노인에서 금연의도가 적

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노인들이 젊은 연령층과 비교해서 금연프로

그램의 성공적 이수사례가 적지 않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동기부여

의 정도가 커서 금연 성공률이 높은 특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봄 직

하다(Cataldo, 2007.). 금연의지가 있는 고령의 흡연자들이 다른 방법보다

금연수단으로서 전자담배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목적이

금연 및 건강임을 밝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는데 이

는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Patel et al., 2016).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금연변화단계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의 경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일부에서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금연의도와 전자

담배 사용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별 구분 없이 수행되었

고, 연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령대를 비교 분석한 사례는 드물었다. 그

리고 상당수의 전자담배 연구들은 연령이나 성별을 관련요인 중 하나로

써 분석한 것에 그쳐 본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성별, 연령 등 하위그룹에 따라 일반담배 흡연행태가 다르듯 전자담배

사용자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을 유도하고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각 하위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의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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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의의 및 제한점

현재까지 전자담배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상당수가 안전성을 주제로

하며, 때문에 금연 효용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처할 근거가 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사용 현황이나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

나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Cho et al., 2011; Lee et al.,

2014a; 김은영 외, 2013; 왕진우 외, 2014). 일반담배의 흡연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목적은 성인과 달리 호기심이나 주변

친구의 영향이 강하며(Kong et al., 2015), 금연 의도 보다는 오히려 일

반담배 흡연을 유도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다는

점에서(Park et al., 2016), 해당 결과들을 성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

렵다.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령 & 황병덕, 2016) 및 전자담배 소비현상을 이해하고자 수행된

연구(신재욱 & 신민철, 2015)로 관련 사례가 드물었다. 현재까지 전국조

사자료를 이용해 전체참여자의 전자담배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성인 흡

연자에서 금연과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대표

성을 가진 자료를 통해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 금연계획을 파악하고 금

연변화단계를 도출하여 전자담배의 사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금연 및

전자담배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연단계별로 또 인구사

회학적 하위 그룹별로 적절한 대응 전략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접근성 높은 정책

수행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게 자료 수집을 계획하여 조사를 수행

한 대신 이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 금연 및 전자담

배 사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알려진 니코틴의존도, 금연교육 여부 및 담

배가격 등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전자담배

의 사용과 관련해 행태요인, 즉 사용 시작 시기·빈도·기간 및 니코틴성분

포함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금연변화단계를 범이론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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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다룰 때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유혹 또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연정운 외, 2012), 본 연구는 조사 자료의 특성

상 그와 같은 세부 요소에 따라 금연변화단계를 정교하게 분석하지 못했

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계는 단면조사연구로서 금

연시도, 금연계획 및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제 3 절 후속 연구 제언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가속화될 것이므로 후

속 연구의 필요가 크다. 특별히 본 연구의 수행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수행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에서는 전자담배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연구가 후속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비하고 국가 조사통계에도 최근 들

어 반영되기 시작한 실정이다. 흡연 행태 등 개인적·사회문화적 여건이

외국과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유의 사용

양상 및 선호 요인을 파악하고 금연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외 선행연구들(Vickerman et

al., 2013; Giovenco et al., 2014)에서는 전자담배 제품의 브랜드 및 제품

특성, 사용 장소와 구매 장소, 사용 시작 시기·빈도·기간 등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물론 전자담배의 종류와

사용행태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연구목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으나, 아직 모호한 전자담배 사용 행태를 확인하여 전자담배 관

리 정책에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조사할 때 자가보고 방식 이외의 방

법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하여 국외 연구와 달리 남성과 사용에 있어 차

이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여성의 흡연행태가 남성과 달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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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금연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처럼, 전자담배 사용

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남성과는 달리 준비단

계의 여성흡연자에서 전자담배 현재(복합)사용에 대한 연관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여성들이 전자담배를 실제적인 금연 수단으로

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재확인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면 전자담배 사용과 비교해 다른 금연 수단에 대한 선호

는 어떠한지를 추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금연변화단계와 전자담배 사용의 연관

성에 차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목적 및 금연 수단에 대

한 선호 등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각기

상이한 결론을 내리거나 연령별로 명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본 연구 결과도 연령별로 다른 양상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

시하는 데는 부족했다. 따라서 연령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해석, 접근이

타당한지를 재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금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격정책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수준 및 가격 요인은 금연 및 전자담

배 사용에 중요한 관련 인자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5). 일반담배의

가격인상이나 전자담배의 유지비용 등에 흡연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확인

하는 후속연구가 이뤄진다면 금연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

된다. 선행연구 사례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의

도의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경우가 있었다(Nayak et al.,

2016).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담뱃값 인상이 실시되었고 이 영향을 확인

하고자 국가조사에 관련 항목이 추가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후속 연구

가 수행되면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금연이나 전자담배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인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금연조례 제정지역의 항목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연구 설계의 한계로 인해 그 영향에 대해 정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양한 사회·문화·환경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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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목적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있는지, 또 그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의 수행을 위해 전자담배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도 필요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전자담배 규제 수

준이 다른 두 국가를 비교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인

식 및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라든지(Yong et al., 2015),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한 연구 등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Sanders-Jackson et al., 2016).

또 전자담배의 사용 동기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인의 하나인 제조사의

마케팅에 대한 연구와 같이(Singh et al., 2016; Pepper et al, 2014), 다양

한 환경 요인들을 확인하고 전자담배 인식·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

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정책 제언

최근 보건당국은 전자담배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궐련에 비해 덜 해

롭다는 인식과 달리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가 대부분(보건복

지부, 2016a)’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사용 목적과 건강 증진효과에는 간극

이 있으며 따라서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금연 의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동시 사용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으나, 중복사용률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금연 과정에 있어 최종적으로 금연 성공을 돕고 건강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오히려 금연 수행에 가까운 측에

해당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경험률과 사용률이 높은 것에 대

해, 이를 현재의 기조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금연 보조 수

단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자담배 대신 다른

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할 대상과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금연변화단계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이 다르며, 개별적인 중재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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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금연 정책 및 전자담배 관리 전략을 수

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론적으로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는 금연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금

연 프로그램의 효과가 낮은 반면, 준비단계는 금연에 대한 인식을 행동

으로 실현하고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로 본다(장성옥 외, 2005; 김주

성 & 이선옥, 2010). 이런 점은 최근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나 금연진료비

전액 지원 같은 정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수행을 돕고자 하고 있으

나, 계획단계에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는 해당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국가금연사업 중 흡연자 금연지원서비

스는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6d). 이들은 상담이나 치료 참여에는 관심

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변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사용에는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마련을 요한다. 먼저 현재는 전자담배

사용 여부 확인이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이후에 참고로 수집되는 항목에

그치고 있으나, 그보다는 스크리닝 도구로서 흡연자 중 금연의도가 있는

사람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든지 혹은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또 금연 의지를 갖고 있는 흡연자들 중에는 준비단계에 비해 계획단

계에 해당하는 분율이 높은 만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노력을

요하는 능동적 참여 방법 대신 금연 의지가 부족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동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준비단계에 있는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대신 입증

된 금연 보조 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금연클리닉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

책도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할

때 입증된 금연보조 약물을 사용이나 금연프로그램 참여하는 경우는 아

직 적은 편이다. 과거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방법을 조사하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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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금연했다고 한 응답자가 90% 이상이었으며, ‘니코틴 대체용품’이나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모두 10% 미만이었다(보건복

지부, 2016b). 이는 캐나다에서 과거흡연자를 대상으로 니코틴 대체재나

약물치료 중 1가지 이상을 받아본 사람을 조사한 결과 약 38%로 응답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Ismailov & Leatherdale, 2010). 국가 금연지

원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 특히

니코틴 대체요법을 위해서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며, 이마저도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된 일부 해외

국가들과 달리 판매처가 약국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전자담배는 최근

확산추세에 발맞춰 판매처가 급증함에 따라 어디서나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금연에 대해 명확한 의지가 있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대신 금

연클리닉이나 금연약물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제고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흡연자들이 입증된 금연약물에 갖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관련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 흡연자들이 금연

을 목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전자담

배는 다른 금연 보조 수단들과 달리 사용 방식이 일반담배와 유사해 거

부감이 적은 것이 사용자들이 느끼는 장점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5).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허용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어렵겠으나,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 수단으

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국내

외적으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단점 경

계하는 연구 못지않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란에 대처하는데 있어 이런 결과들

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전자담배 관련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편익과 위해

를 공정히 살피는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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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increase in electronic cigarettes(e-cigarettes) use have

occurred since smoking bans have been implemented in a variety of

settings, as well as being part of policy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e harmful effects of cigarette smoking. It is due to that e-cigarettes

have been marketed as a smoking cessation tool. E-cigarette appeal

Smokers who have intention of cessation. Therefore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real association between smokers’ readiness of cessation

and e-cigarettes use.

This study assessed the e-cigarette use among participa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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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associations between e-cigarettes use and cessation

attempts, plan and stages of change among current smokers.

Furthermore subgroup analyses were done to address sex and age

differences. Cross-sectional data was collected from 225,092 Korean

adults and 45,378 smokers who participated in a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conducted in 2014. And multi-variable logistic analysis

and chi-square thest were done as statistical methods.

Among total participants, 6.2% had ever used e-cigarettes and 0.9%

was current users. E-cigarette use was uncommon among never

smokers, whereas it was common among current smokers(ever use

22.4%, current use 3.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igarette use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smoking related factors and cessation related factors among cigarette

smokers even there were few exceptions. In multi-variable analyses,

smokers who had cessation attempt were more likely to do

e-cigarettes ever and current(dual) use than in who didn't have.

Smokers who had recent cessation plan were more likely to do

e-cigarettes ever and current(dual) use than in who put off the plan

relatively. Smokers on contemplatation stage were more likely to do

ever e-cigarette use than in who were on precontemplation stage.

Smokers were more likely to do ever and current(dual) use on

preparation stage, contemplation stage than who were on

precontemplation stage. Similar associations between e-cigarettes use

and stages of change were identified in subgroup analyses throug sex

and age differences, although there was few exceptions in female and

old age groups.

In sum, our results suggest that a majority of smokers who had a

willingness and experience of cessation have tried and continued

e-cigarettes use. The current study provides the publish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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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cigarette use and cessation intention among Korean adult

smokers. Future research is encouraged to investigate details about

e-cigarette use and it’s effect. Finding from this study may

contribute the related policy including e-cigarette regulation.

keywords : electronic cigarettes, ENDS, cessation, stages of change,

cigarettes, smoking, Community Healt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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