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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배경: 감소하는 추세의 남성 흡연율과 달리 여성 흡연율은 정체기

에 있으며 특히 20대 전후의 젊은 여성에서는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여성 흡연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공개적인 조사에서

흡연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 실제 여성 흡연율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

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흡연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담

배 규제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다른 흡연 행태

를 갖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다른 영향을 받는다

고 알려져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20대 젊은 여성 흡연자에 집중하여 성별과 흡

연 상태별로 비교하여 나타나는 여성 흡연자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의 이용 정도, 흡연의 효용과

이미지, 흡연에 대한 견해의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여

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규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16년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만

19-29세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흡연 관련 특

성을 빈도 분석 하였다. 그 중 스트레스 해소 수단, 흡연의 효용과 이미

지, 흡연에 대한 견해는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흡연자는 남성 흡연자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더 받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의 다양

성이 떨어졌고, 흡연과 흡연자에 대한 견해가 남성보다 강하게 긍정적으

로 드러났다.



결론: 정체되어 있는 여성 흡연율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20대 전

후의 젊은 여성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규제 정책 개발 시, 인구사

회학적,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 개발과 이용

장려가 필요하며 흡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흡연자들의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 다각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어: 청년 흡연, 흡연 행태, 성별 차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 흡연의

효용과 이미지, 흡연 견해

학번: 2016-2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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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에 위험을 가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10]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의 인구가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 사회

가 협력하여 흡연의 확산에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건강권

을 획득하여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9]을 체결하였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을 아우르는 181개의 협력국이 담배규제기본에 서

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

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이 되었으며, 협약 제 21조에 의해 2년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8년 3월 발표된

제6차 국가이행보고서[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조항 이행률은

66.7%이며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제6차 국가이행보고서에는

담배 가격과 세금 상승(6조), 금연 구역 확대(8조), 담뱃갑 경고 그림(11

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흡연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

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지선하(2014)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보험

진료비는 2012년 기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전체 진료비의 3.7%에 해

당한다. 또한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암,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

질환은 흡연으로 인한 주요 질병으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1조원 이상에

해당한다[30]. 지선하(2003)는 보건복지포럼에서 10만 명 당 30명인 폐암

사망률이 20년 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200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피해를 6조원으로 산출하였으며

현재의 담배 사용이 20년 뒤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때, 그 피해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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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31].

2016년 국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2.9%, 여성 흡연율 4.1%이다. 회원국의 평균 여성 흡연율 14.5%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은 낮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6

국민건강통계[1]에 따르면 성인(만 19세 이상, 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남

자 40.7%, 여자 6.4%이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선진국과 비

교하여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 남성과 비교하여도 낮은 흡연율을 보여

관심이 높지 않았다.

2016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은 1998

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성인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1998년

8.5%에서 2016년 6.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성인 여

성 흡연율의 경우 감소율을 보인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와 30대에서

1998년 대비 2016년까지 각각 41.2%, 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그

림2). 2016 국민건강통계의 여성 평생흡연자 흡연시작연령(평생 담배 5

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이 처음으로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평균

만 나이)과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8]의 여학생 매일

흡연 시작 연령(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에 의하면 20대 전후의 젊은 여성의 흡연 시작 연령

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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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에 따른 성인 흡연율 추이 (자료. 2016 국민건강통계)

그림 2 20⋅30대 여성 흡연율 추이 (자료. 2016 국민건강통계)

젊은 여성의 흡연율 증가와 흡연 시작 연령의 감소는 이후 여성 흡연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26],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져 흡연

으로 인한 여성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흡연율과 흡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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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추이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연구[20]에 따르면 남성의 흡연

율이 감소할 때쯤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 단계

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 흡연율의 증가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1] 여성 흡연율이 과소보고(under reporting)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증가하는 추세일 수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흡연자가 공개적인 조사에서 본인의 흡연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20대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보고된 것보다 더 높은 흡연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Park(2014)의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여성 흡

연자의 자가 보고(self-reporting) 흡연율과 소변 내 코티닌 농도의 차이

연구에 의하면, 2009년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은 7.1%로 조사되었으나

소변의 코티닌 농도 분석을 통한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18.2%로 자가

보고한 흡연율의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15].

일부 표본으로 20대 젊은 여성 흡연자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여성 흡

연자가 본인의 흡연 사실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성인

여성 흡연율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은진(2008)의 20-35

세의 성인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서는 여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자유롭게 흡연하지만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자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장 여성 흡연자

에서는 직장 내 여성의 흡연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인의 흡연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경우는 20% 정도였다[32].

Gender difference smoking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를 고찰해보면 남

성과 여성은 흡연 행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흡연

율은 낮지만 특정 직업군에서는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남성보다 높았

으며, 특히 서비스 직군에서 가장 높았다[19].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흡연 행태는 스트레스, 우울과 감정과 같은 정신 상태와 관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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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6]. 여성이 남성보다 금단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며 금단 증상의

원인으로 감정적인 변화를 호소하기도 하였다[21]. 젊은 연령에서는 여성

이 남성보다 흡연을 더 쉽게 포기하기도 하나[13, 17], 남성이 여성보다

금연 시도가 더 많다는 연구도 있었다[18]. 또한 젊은 연령에서 여성 흡

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낮은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었으며[4], 젊은 남성보다 젊은 여성의 매일 흡연 오즈비가 더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2, 4]. 그러나 남성과 여성에서 흡연 행태

관련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2, 14].

보건복지부는 젊은 연령의 흡연을 낮추기 위해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29]에서 2020년까지 19-29세 남성 현재 흡연율을 35%로, 여성 현

재 흡연율을 8.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가 보고 형식의 흡연율

측정은 여성의 실제 흡연율을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실태 및 행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

성 흡연자 대상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24].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발간한 성 인지적(gender-responsive) 담배 규

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회에서 담배의 사용은 성(gender)을 구

성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담배 회사는 남성성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

과 함께 담배의 사용이 제한적인 성별 규범으로부터의 해방, 체중 조절

을 위한 선택권으로 흡연의 위치를 확립하며 성별 규범을 성공적으로 조

작하였다[7]. 담배 회사가 담배를 사용하는 여성이 전통적인 성 규범으로

부터 자유롭고 해방된 이미지 갖게 만든 대표적인 예로 1929년 미국에서

진행된 ‘자유의 횃불(Torches of Freedom)’이라는 퍼레이드가 있으며, 이

는 여성의 인권 신장이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실 담배 회사의 마

케팅 전략으로 밝혀졌다[23]. 그러나 성 규범을 이용하려는 담배 회사의

노력은 담배 규제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담배 연구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흡연자의 특성상 주로 성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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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없이 분석되어 왔으며, 담배 규제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대부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담배규제기

본협약에서도 성 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협약 제4조 기본 원칙(general

principles)에서, “담배 규제 전략 개발 시, 성 인지적 위험 요인 대처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으로 강조하고 있다[24]. 이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충분한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며 역사적으로 담배 규제 정책

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 흡연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20 전후의 젊은 여성 흡연율이 평균 여성보다 높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26].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의 자료는 흡연자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는 기

존 연구들에 없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의 이용과 흡연에 대한 효용, 흡연

자에 대한 이미지와 성별에 따른 흡연자에 대한 견해에 대한 정보를 담

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존 흡연 행태 성별 차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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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만 19-2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성

별에 따라 살펴본다.

1) 스트레스 해소 수단 이용 정도

2) 흡연 효용과 흡연자 이미지

3) 흡연과 흡연자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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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된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1)’의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 연구이다. 청년 흡연행

태 심증조사에 참여한 만 19-29세 2,500명(남성 1,600명,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는 포커스 그룹을 통한 질적 연

구와 온라인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자료를 이용한다.

양적 연구는 흡연 행태, 흡연 및 금연 관련 요인, 건강 위해성 인식,

간접흡연 노출, 흡연 관련 건강 행태, 사회환경적 요인 등의 내용으로 국

내외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를 개

발하였다.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금연자, 공통 문항 및 비흡연자를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매일 흡연자’는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자 중 매일 흡연하는 사

람, ‘간헐 흡연자’는 평생 한 개비 이상 흡연하며 현재 담배를 가끔 피우

는 사람, ‘과거 흡연자’는 6개월 이상 금연한 사람, 담배를 평생 한 두 모

금도 피워보지 않은 사람은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최초 연구 계획 시

남성은 매일 흡연자 800명, 간헐 흡연자 300명, 과거 흡연자 300명, 비흡

연자 20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은 매일 흡연자 300명, 간헐 흡연자

200명, 과거 흡연자 200명, 비흡연자 200명의 할당(quota)을 정하고 시작

하였다.

1) 조성일 등. (2016).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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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응답자 흡연 상태 설계

표 1.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응답자 흡연 관련 특성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800명 300명 300명 200명 300명 200명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처음 한 두 모금
(세) 17.96(2.8) 17.07(2.9) 19.14(2.8) 19.27(2.9) 18.39(3.5) 18.75(3.2)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12.37(5.3) 9.46(4.8) 　 　 　 　

매일 한 개비 이상
피운 시기 (세) 19.19(2.5) 18.81(2.7) 　 　 　

최근 한 달 흡연일
수 (일) 12.21(8.4) 10.96(7.5)

흡연한 날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4.53(3.6) 3.51(3.0) 　 　

금연 기간 (년)
4.81(3.3)
(4년
10개월)

5.13(3.5)
(5년
2개월)

과거 흡연 기간
(년)

1.36(2.2)
(1년
4개월)

1.29(2.2)
(1년
3개월)

과거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4.29(5.9) 2.88(3.0)

비흡연자: 남성 200명, 여성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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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은 리서치 업체가 보유한 총 1,171,077명의 패널(2016년 9월 기준)

에서 만 19-29세인 64,409명(5.5%) 중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패널을 대

상으로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도시규모, 성별, 연령, 조사 대상 쿼터,

흡연 여부, 대학생⋅비대학생을 고려하여 패널을 비례할당 표본 추출 방

법으로 선정하여 2,500명(매일 흡연자 1,100명, 간헐 흡연자 500명, 과거

흡연자 500명, 비흡연자 400명)을 최종 스크리닝 하였다.

표 2. 조사대상 성별, 지역별 분포 (리서치업체 보유패널)

거주 지역 전체 (%)
성별

남성 (%) 여성 (%)
서울특별시 30.8 30.8 30.9
경기도 25.5 23.9 28.2
부산광역시 6.5 6.5 6.1
인천광역시 6.4 6.4 7.6
대구광역시 5.3 5.3 4.3
경상남도 3.7 3.7 3.8
대전광역시 3.6 3.6 3.6
광주광역시 3.5 3.5 3.3
경상북도 3.2 3.2 2.7
전라북도 2.2 2.2 1.8
충청남도 2.0 2.0 1.6
울산광역시 1.8 1.8 2.2
충청북도 1.7 1.7 1.4
강원도 1.5 1.5 1.0
전라남도 1.4 1.4 1.0
제주특별자치도 0.6 0.6 0.3
세종특별자치시 0.3 0.3 0.2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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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6 년 통계청 인구분포와 전문조사업체 패널 비교

　 인구현황 (%) 패널 구성 (%)

연령

13~19 세 14.1 5.5

20~29 세 19.4 37.7

30~39 세 23.0 30.1

40~49 세 24.2 18.0

50 세 이상 19.3 8.7

성별

남자 50.8 41.8

여자 49.2 58.2

개발된 설문을 이용하여 스크리닝 대상에게 연구에 관한 목적,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 후 자기기입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다.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았다(IRB No. 1704/001-016).



- 12 -

2.2 연구 도구(분석 변수)

비흡연자 대비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의 오즈비를 분

석하기 위해서 모든 응답자2)에게 공통이 되는 설문만을 이용하였다.

2.2.1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자료 응답자 공통 설문

비례할당 표본 추출을 위하여 ‘선정 질문’ 부분에서는 성별, 출생연도,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세부(동, 읍⋅면), 신분 유형, (학생)구체적인 재학

상태, (직장인)현 종사 업종, (취업 준비생)취업 준비 기간, (직장인, 취업

준비생)최종 학력, 평생 한 두 모금 흡연, (평생 한 두 모금이라도 흡연)

처음 한 두 모금 피워본 시기, (평생 한 두 모금이라도 흡연)평생 한 개

비 다 피워본 경험, (평생 한 개비 다 피워 본 경험 있음)처음 담배 한

개비 다 피운 시기, (평생 한 개비 다 피워 본 경험 있음)평생 5갑(100개

비) 흡연, 현재 흡연, (현재 매일 흡연)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 매일 흡

연)매일 한 개비 이상 담배 피운 시기, (현재 가끔 흡연)최근 한 달 간

한 개비 이상 담배 피움-아니오 조사 중단, (현재 가끔 흡연) 최근 한

달 흡연일 수, (현재 가끔 흡연)흡연한 날의 하루 평균 흡연량, (과거에

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금연 기간-6개월 미만 조사 중단, (과거

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과거 흡연 기간,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

재 피우지 않음)과거 흡연 당시, 하루 평균 흡연량을 조사하였다.

모든 응답자에게 주어진 ‘Demographics’는 인구학적 요인을 물어보았

으며 가구 동거 인구, 세대 유형, 아버지 최종 학력, 어머니 최종 학력,

월 평균 가구 소득, 일주일 평균 용돈을 조사하였다.

‘공통문항 및 비흡연자 문항’에서는 만 19세 이전 흡연자와 한 집 거

주, (만 19세 이전 흡연자와 한 집 거주함)가족 내 흡연자, (만 19세 이

2) 원시 자료인 청년 흡연 행태 조사의 연구 참여자는 ‘응답자’로, 본 연구에서 2차 자료
분석에서는 ‘대상자’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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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흡연자와 한 집 거주함)만 19세 이전 가정 실내 담배 연기 노출, 현

재 가구 형태 및 주거 환경-(주거 단지 전체 금연 구역, 10층 이상 고층,

엘리베이터, 베란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 졸업 고등학교 유형, (고등

학교 다님)졸업 고등학교 성별, 만 19세 이전 친구 중 흡연자, 학창시절

교내 흡연 예방⋅금연 교육, (교내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교육 기억

정도, (남성 응답자)군 복무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측정(BEPSI-K), 스트레스 해소 수단 이용 정도, 음주

빈도, (최근 1년 내 술 마심)음주량, (최근 1년 내 술 마심, 남성 응답자)

과음 빈도, (최근 1년 내 술 마심, 여성 응답자)과음 빈도, (최근 1년 내

술 마심)소량의 음주로 얼굴 빨개짐, (소량의 음주로 얼굴 빨개짐)빨개지

는 음주량, (최근 1년 내 술 마심)한 두 잔으로 술 기운이 오르고 기분이

좋아짐, 흡연의 개인적 효용과 폐해, 흡연 원인 유발 질병-(여성의 기형

아 출산, 남성의 발기불능, 시력상실, 피부의 노화와 주름살, 말초혈관질

환, 심뇌혈관질환, 폐기종, 구강암), 가정 내 흡연 규칙, 가구 내 동거하

는 매일 흡연자 수, (학생, 직장인)학교/회사 내 흡연 규칙, (학생, 직장

인)학교/회사 내 담배 연기 노출, 최근 7일내 가정 실내 담배 연기 노출,

(최근 7일내 가정 실내 담배 연기 노출 됨)노출 빈도, 최근 1년내 흡연

예방⋅금연 교육, 친구 중 흡연자, (직장인)동료 중 흡연자, 연애⋅결혼,

(연애⋅결혼 중)연애 상대/배우자 흡연, (연애⋅결혼 중)연애 상대/배우

자의 본인 금연 원함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 직장인)학교/회사 공식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

(학교/회사 공식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평균 참여 횟수, (학교/

회사 공식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모임 내 음주, (학교/회사 공

식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모임 내 흡연, 사교 목적 친목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 (사교 목적 친목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평균 참여 횟수, (사교 목적 친목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

모임 내 음주, (사교 목적 친목 모임 한 달 1회 이상 정기 참여)모임 내

흡연, 사회적 니코틴 의존도(Kano test), 흡연자 이미지, (평생 담배 한



- 14 -

두 모금이라도 피워봄)담뱃갑 경고 문구 흡연 억제, (평생 담배 한 두 모

금이라도 피워봄)담뱃갑 경고 그림 흡연 억제, 6개월 내 담배 광고-(포

스터나 길거리 광고판,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담배 가게의 창문이나 가

게 실내, Social Network Service), 6개월 내 담배 상표 관련 스포츠 행

사, 6개월 내 담배 회사 관련 음악⋅영화⋅패션 이벤트, 흡연-본인 견해,

흡연-주변 견해, 남성 흡연-본인 견해, 여성 흡연-본인 견해, 남성 흡연-

대부분 견해, 여성 흡연-대부분 견해를 조사하였다.

2.2.2 대상자 분석 변수

비흡연자 대비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의 오즈비를 분

석하기 위해서 보기 선택에 따른 세부 그룹으로 나뉘는 문항은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흡연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가 공통적

으로 응답한 문항만을 가지고 분석 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 변수는 인

구학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적 특성’으로 구성하였

으며 흡연 행태, 흡연 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흡연 관련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 기본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으로는 나이, 신분 유형, 최종 학력, 졸

업 고등학교 유형, 거주 지역, 동거인 수 (명, 본인 포함), 세대 유형, 아

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 평균 가구 소득 (만원), 연애⋅결혼, 스트레

스, 스트레스 해소 수단 (1이용 안함-5이용함), 사교 모임 정기 참여 (한

달), 음주 (한 달)로 구성하였다.

나이는 출생연도를 물어본 질문에서 19세 이하, 30세 이상은 조사 중

단 되었으며 만19-29세로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였다.

신분 유형은 ‘학생’, ‘직장인’, ‘취업 준비생’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 재학⋅졸업’,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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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졸업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무학’, ‘서

당/한학’,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를 하나로 분류하였다. 2/3년제 대학 재학⋅졸업은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로 분류하였다.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은 ‘4년제 대학 졸업 이

하’와 ‘대학원 수료 이상’을 하나로 분류하였다. 원시 자료의 최종학력은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에게만 질문된 설문이었으나 대상자 전체의 최종

학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현재 재학상태를 묻

는 문항을 조합하여 새로운 변수로 만들었다. 학생의 구체적인 현재 재

학 상태의 ‘4년제 대학 재학’, ‘4년제 대학 휴학’을 최종 학력의 ‘4년제 대

학 재학⋅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2-3년제 대학 재학’, ‘2-3년제

대학 휴학’을 ‘2/3년제 대학 재학⋅졸업’으로 분류하였고, ‘대학원 재학’,

‘대학원 휴학’을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졸업 고등학교 유형은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자율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기타’로 구성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

교’로 구성하였으며 특수목적⋅자율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

어 고등학교/과학 고등학교/국제 고등학교/예술⋅체육고)’와 ‘자율고 (자

율형 사립 고교, 자율형 공립 고교)’로 구성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직업계열관련-공업, 농⋅생명산업, 수산 및 해운, 가

사 및 실업 등)’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학교’ 와 ‘고등학교 다니지 않음’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거주 지역은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서울특별시’로 구성하였다.

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구성하

였으며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

산’, ‘제주’, ‘세종’으로 구성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구성하였다.

동거인 수 (명, 본인 포함)는 ‘1명’, ‘2-3명’, ‘4명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1-10명을 기입할 수 있었으며 세대 유형과 함께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세대 유형은 ‘1인 가구’, ‘가족(미혼)’, ‘배우자’, ‘배우자와 아이’, ‘친구⋅

룸메이트’로 구성하였다. 1인 가구는 ‘1인가구’로, 가족(미혼)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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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경우)가족 또는 친척과 동거’로 구성하였다. 배우자는 ‘기혼자와

동거’로 구성하였으며, 배우자와 아이는 ‘배우자, 자녀와 동거’로 구성하

였다. 친구⋅룸메이트는 ‘친구 또는 룸메이트와 동거’로 구성하였다.

아버지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졸업’, ‘4년

제 대학 졸업 이상’, ‘모름’으로 구성하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는 ‘무학’,

‘서당/한학’,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로 구성하였다. 고등

학교, 2/3년제 대학 졸업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로 구성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와

‘대학원 수료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모름은 ‘모름’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졸업’, ‘4년

제 대학 졸업 이상’, ‘모름’으로 구성하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는 ‘무학’,

‘서당/한학’,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로 구성하였다. 고등

학교, 2/3년제 대학 졸업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로 구성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와

‘대학원 수료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모름은 ‘모름’으로 구성하였다.

월 평균 가구 소득 (만원)은 ‘<200’, ‘<400’, ‘<600’, ‘<800’, ‘≥800’으로

구성하였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보너스,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해서 응답하였다. <200은 ‘월 100만원 미만’, ‘월 100-199만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400은 ‘월 200-399만원’으로 구성하였고 <600은 ‘월 400-599

만원’으로 구성하였다. <800은 ‘월 600-799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800

은 ‘월 800-999만원’과 ‘월 1,000만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연애⋅결혼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연애중이거나 결혼한 상태를 묻는 문항에 ‘아니오’로 대답하였으며, 그렇

다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스트레스 (BEPSI-K)는 ‘저 스트레스군’, ‘중증도 스트레스군’, ‘고 스트

레스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BEPSI-K는 Frank&Zyzanski(1988)[6]의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를 임지혁(1996)[26]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BEPSI-K를 이용하였으며, 5가지 질문을 점수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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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균을 낸 값을 1.8미만은 저 스트레스군, 1.8-2.8은 중증도 스트레스

군, 2.8이상은 고 스트레스 군으로 분류한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 (1이용 안함-5이용함)은 ‘음주’, ‘모바일⋅PC게임’,

‘영화⋅공연 등의 문화생활’, ‘여행’, ‘스포츠’, ‘수다’, ‘음식 섭취’, ‘수면’,

‘음악 감상’, ‘TV 시청’을 5점 척도로 이용 정도를 묻는 문항을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였다.

사교 모임 정기 참여 (한 달)은 ‘참여하지 않음’, ‘1회’, ‘2-3회’, ‘4회 이

상’으로 구성하였다. 참여하지 않음은 사교 목적 모임 정기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아니오’로 구성하였다. 1회, 2-3회, 4회는 사교 목적 모임

정기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예’를 응답하고 세부 질문으로 한 달

평균 몇 회 모임에 참석하는지 기입하는 문항을 빈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음주 (한 달)는 ‘최근 1년, 술 마시지 않음’, ‘1회 이하’, ‘2-4회’, ‘8회 이

상’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1년, 술 마시지 않음은 음주 빈도를 묻는 문항

에서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로 구성하였으며 1회 이하는 ‘한

달에 1번 미만’과 ‘한 달에 1번 정도’로 구성하였고 2-4회는 ‘한 달에

2-4번’으로 구성하였다. 8회 이상은 ‘일주일에 2-3번 정도’와 ‘일주일에 4

번 이상’을 한 달을 4주로 간주하여 각 빈도에 4를 곱하여 구성하였다.

대상자 흡연 관련 특성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으로는 ‘만 19세가 되기 전’으로 설문한 항목

은 성인기 이전으로, 현재 상태를 묻는 문항은 성인기로 분류하였다.

성인기 이전은 가정 내 흡연자 거주, 가정 내 담배 연기 맡은 빈도 (7

일), 친구 중 흡연자, 학교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로 구성하였다.

가정 내 흡연자 거주는 ‘없음’, ‘1명’, ‘2명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흡연

자와 한 집 거주의 ‘아니오’를 없음으로 구성하였고, 흡연자와 한 집 거

주의 ‘예’를 응답하고 세부 질문으로 누가 흡연자였는지 묻는 복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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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복수 선택 개수의 합으로 1명, 2명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질

문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남매’, ‘기타’로 구

성되어 있다.

가정 내 담배 연기 맡은 빈도 (7일)는 ‘없음’, ‘1회’, ‘2-6회’, ‘매일’로 구

성하였다. 없음은 ‘전혀 없다’로, 1회는 ‘주 1일’로, 2-6회는 ‘주 2일-6일’

로 매일은 ‘매일’로 구성하였다.

친구 중 흡연자는 ‘없음’, ‘몇 명’, ‘대부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없음

은 ‘아무도 안피웠다’로, 몇 명은 ‘몇 명은 담배를 피웠다’로 구성하였으

며 대부분 이상은 ‘대부분이 담배를 피웠다’와 ‘모두 담배를 피웠다’로 구

성하였다.

학교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는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로 구성하

였다. 그렇지 않다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또는 금연 교육에 ‘아

니오’로 구성하였으며 그렇다는 ‘예’로 구성하였다.

성인기는 가정 내 흡연자 거주, 최근 7일 가정 내 담배 연기 맡은 빈

도, 친구 중 흡연자, 최근 1년,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 주거 단지 전

체 금연 구역, 가정 내 흡연 규칙, 흡연 유발 질병 합 (8개), 흡연의 개인

적 효용 (0-10점), 사회적 니코틴 의존도 (10-30점), 흡연 광고 인지 합

(7개), 흡연자 이미지 (11부정적-44긍정적), 흡연 견해 (1부정적-긍정적)

로 구성하였다.

가정 내 흡연자 거주는 ‘없음’, ‘1명’, ‘2명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가구

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 중 매일 또는 거의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수(본

인 제외)를 0-10까지 기입하는 문항을 빈도에 따라 1명, 2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7일, 가정 내 담배 연기 맡은 빈도는 ‘없음’, ‘1회’, ‘2-6회’, ‘매일’

로 구성하였다. 최근 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

배 연기를 맡은 적이 있음을 묻는 문항에서 ‘아니오’와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없음’을 없음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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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다. 최근 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

기를 맡은 적이 있음의 ‘예’를 응답하고 세부 질문으로 가정 실내에서 다

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된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 ‘주 1-2회’

를 1회로 구성하였으며 ‘주 3-4회’와 ‘주 5-6회’를 ‘주 2-6회’로 구성하였

고 ‘매일’을 매일로 구성하였다.

친구 중 흡연자는 ‘없음’, ‘몇 명’, ‘대부분 이상’, ‘모름’으로 구성하였다.

‘아무도 안 피운다’를 없음으로 ‘몇 명은 담배를 피운다’를 몇 명으로 구

성하였으며 ‘대부분은 담배를 피운다’와 ‘모두 담배를 피운다’를 대부분

이상으로 구성하였고 ‘모른다’를 모름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1년,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를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로 구

성하였다. 최근 1년 동안 흡연 예방⋅금연 교육을 받은적이 있다에 ‘아니

오’를 그렇지 않다와 ‘예’를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가정 내 흡연 규칙은 ‘어디서도 피울 수 없다’, ‘몇몇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 ‘어디서든 피울 수 있다’로 구성하였다. ‘집안에서 절대 담배를 못

피운다’는 어디서도 피울 수 없다로 구성하였으며 ‘집안의 몇몇 장소에서

가끔 담배를 피울 수 있다’를 몇몇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로 구성하였고

‘집안의 어느 정소에서든지 아무 때나 담배를 피울 수 있다’를 어디서든

피울 수 있다로 구성하였다.

흡연 유발 질병 합 (8개)는 0-8개의 연속형 변수이다. 원시 자료의 ‘여

성의 기형아 출산’, ‘남성의 발기불능’, ‘시력상실’, ‘피부의 노화와 주름

살’, 말‘초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폐기종’, ‘구강암’ 8가지의 질병명을

흡연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예’라고 응답한 개수를 총 합하여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흡연의 개인적 효용 (0-10점)은 0-10점의 연속형 변수이다. 흡연의 개

인적 효용(스트레스 완화 등)과 흡연의 폐해(건강 악화, 타인에 피해) 중

이득과 손실이 각각 얼마나 차지하는지 자동 합계 10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흡연의 폐해 점수는 (10 – 흡연의 개인적 효용 점수)로 환산되

기 때문에 흡연의 개인적 효용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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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니코틴 의존도 (KTSND)는 10-30점의 연속형 변수이다.

KTSND는 Yoshii(2006)[22]가 개발한 “Kano Test for Social Nicotine

Dependence”로 측정하였으며 10점을 정상으로 점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흡연 광고 인지 합 (7개)은 0-7개의 연속형 변수이다. ‘포스터나 길거

리 광고판’,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담배 가게의 창문이나 가게 실내’,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담배를 선전하는 광고를 본적 있는지 묻는

5개의 문항과 ‘특정한 담배 상표와 연관된 스포츠나 스포츠 행사에 대하

여 듣거나 본적 있음’ 문항과 ‘특정한 담배 회사와 관련된 음악회, 영화,

그 외 혹은 패션 이벤트에 대하여 듣거나 본 적 있음’ 문항을 묻는 2개

의 문항에서 ‘예’ 응답 개수를 흡연 광고 인지 합으로 분석하였다.

흡연자 이미지 (11부정적-44긍정적)는 11-44점의 연속형 변수이다. 흡

연자 이미지 문항은 정구철(2014)[27]이 개발한 흡연자 이미지를 묻는 문

항을 11개를 4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보았다. 흡

연자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긍정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능한

-능력 있는’, ‘불쾌한-유쾌한’, ‘무식한-지적인’, ‘허약한-건강한’, ‘더러운-

깨끗한’, ‘촌스러운-세련된’, ‘지루한-즐거운’, ‘실패한-성공한’, ‘긴장된-편

안한’, ‘의존적인-독립적인’, ‘고독한-사교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연 견해 (1부정적-5긍정적)은 5점 척도로 한 연속형 변수로, 부정적

견해에서 점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

견해는 ‘흡연-본인’, ‘흡연-주변인’, ‘남성 흡연-본인’, ‘남성 흡연-주변인’,

‘여성 흡연-본인’, ‘여성 흡연-대부분’으로 6개의 견해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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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방법

2.3.1 기술 통계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자료의 2,500명 전체를 성별, 흡연 상태별로

구분하였으며, 기본적 특성을 범주형 변수인 경우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

내었고 연속형 변수인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나타내었다.

분석 도구로는 SAS 9.4를 이용하였다.

2.3.2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 변수를 흡연 상태로 하여 비흡연자

대비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의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보

정 전’은 단변량으로 각 변수의 흡연 상태별 오즈비를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로 보정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나이, 최종 학력, 가구 소득, 연애⋅결혼, 동거인

수, 가구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보정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은 스트레스(BEPSI-K), 사교 모임

정기 참여(한 달), 음주 빈도(한 달), 가정 내 흡연자 거주(본인 제외), 친

구 중 흡연자, 최근 1년,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 주거 단지 전체 금

연 구역, 흡연 광고 인지 합(7개)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 문항에서는 음주, 모바일⋅PC게임, 영화⋅공연 등

의 문화생활, 여행, 스포츠, 수다, 음식 섭취, 수면, 음악 감상, TV시청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은 연속형 변수로

이용 정도가 증가할 때의 각 흡연 상태별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모형2에

서는 통제 요인 중 스트레스(BEPSI-K) 척도를 제외하였다. 또한 음주

문항은 음주 빈도(한 달)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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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과 이미지는 연속형 변수로 부정적인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

할 때의 각 흡연 상태별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흡연 견해는 흡연-본인, 흡연-주변인, 남성 흡연-본인, 남성 흡연-대부

분, 여성 흡연-본인, 여성 흡연-대부분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

였다. 흡연 견해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부정적인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할 때의 흡연 상태별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R x64 3.5.1의 ‘nnet’ package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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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기술 통계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자료의 2,500명 전체를 성별과 흡연 상태별로

구분하여 기본적 특성을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나타내었다. (표 4, 5)

2,500명 중 남성은 1,600명(64.0%), 여성은 900명(36.0%)을 차지한다.

전체 남성 1,600명은 흡연 상태별로 매일 흡연자 800명(50.0%), 간헐 흡

연자 300명(18.8%), 과거 흡연자 300명(18.8%), 비흡연자 200(12.5%)명으

로 구성된다. 전체 여성 900명은 흡연 상태별로 매일 흡연자 300명

(33.3%), 간헐 흡연자 200명(22.2%), 과거 흡연자 200명(22.2%), 비흡연

자 200명(22.2%)으로 구성된다.

빈도 분석에서 아버지 학력과 연애⋅결혼은 흡연 상태를 고려하지 않

았을 때, 남성과 여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0.0001) 스트레스 해소

수단은 음주(<0.005)와 나머지 수단(<0.0001)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니코틴 의존도와 흡연 광고 인지 합에서 흡연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남성과 여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0001). 흡연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남성 흡연에 대한 본인의 견해, 여성 흡연에 대한 대부분

의 견해에서는 흡연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남성과 여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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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기본적 특성
남성 여성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9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나이
평균(표준편차) 25.42 (2.5) 25.20 (2.7) 25.13 (2.5) 24.64 (2.7) 25.50 (2.4) 25.00 (2.6) 25.59 (2.5) 24.96 (2.6)

신분 유형
취업 준비생 129 (16.1) 52 (17.3) 65 (21.7) 62 (31.0) 42 (14.0) 28 (14.0) 32 (16.0) 39 (19.5)
학생 267 (33.4) 119 (39.7) 121 (40.3) 82 (41.0) 34 (11.3) 49 (24.5) 27 (13.5) 45 (22.5)
직장인 404 (50.5) 129 (43.0) 114 (38.0) 56 (28.0) 224 (74.7) 123 (61.5) 141 (70.5) 116 (58.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5 (39.4) 121 (40.3) 118 (39.3) 92 (46.0) 96 (32.0) 54 (27.0) 42 (21.0) 41 (20.5)
2/3 년제 대학 재학∙졸업 157 (19.6) 41 (13.7) 42 (14.0) 36 (18.0) 109 (36.3) 45 (22.5) 51 (25.5) 46 (23.0)
4 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 328 (41.0) 138 (46.0) 140 (46.7) 72 (36.0) 95 (31.7) 101 (50.5) 107 (53.5) 113 (56.5)

졸업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 고등학교 638 (79.8) 238 (79.3) 241 (80.3) 154 (77.0) 210 (70.0) 163 (81.5) 159 (79.5) 162 (81.0)
특수목적∙자율 고등학교 46 (5.8) 34 (11.3) 24 (8.0) 18 (9.0) 19 (6.3) 15 (7.5) 9 (4.5) 11 (5.5)
실업계 고등학교 88 (11.0) 20 (6.7) 32 (10.7) 18 (9.0) 61 (20.3) 16 (8.0) 23 (11.5) 22 (11.0)
기타 28 (3.5) 8 (2.7) 3 (1.0) 10 (5.0) 10 (3.3) 6 (3.0) 9 (4.5) 5 (2.5)

거주 지역
도 188 (23.5) 73 (24.3) 87 (29.0) 46 (23.0) 57 (19.0) 26 (13.0) 50 (25.0) 44 (22.0)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345 (43.1) 131 (43.7) 142 (47.3) 95 (47.5) 151 (50.3) 102 (51.0) 89 (44.5) 103 (51.5)
서울특별시 267 (33.4) 96 (32.0) 71 (23.7) 59 (29.5) 92 (30.7) 72 (36.0) 61 (30.5) 53 (26.5)

동거인 수 (본인 포함)
1 명 65 (21.7) 25 (12.5) 27 (13.5) 25 (12.5) 154 (19.3) 38 (12.7) 39 (13.0) 20 (10.0)
2-3 명 118 (39.3) 77 (38.5) 76 (38.0) 64 (32.0) 278 (34.8) 100 (33.3) 111 (37.0) 71 (35.5)
4 명 이상 117 (39.0) 98 (49.0) 97 (48.5) 111 (55.5) 368 (46.0) 162 (54.0) 150 (50.0) 109 (54.5)

세대 유형
1 인 가구 154 (19.3) 38 (12.7) 39 (13.0) 20 (10.0) 65 (21.7) 25 (12.5) 27 (13.5) 25 (12.5)
가족(미혼) 550 (68.8) 220 (73.3) 228 (76.0) 166 (83.0) 172 (57.3) 142 (71.0) 142 (71.0) 151 (75.5)
배우자 16 (2.0) 8 (2.7) 5 (1.7) 3 (1.5) 12 (4.0) 7 (3.5) 12 (6.0) 8 (4.0)
배우자와 아이 32 (4.0) 15 (5.0) 11 (3.7) 5 (2.5) 22 (7.3) 15 (7.5) 14 (7.0) 10 (5.0)
친구∙룸메이트 48 (6.0) 19 (6.3) 17 (5.7) 6 (3.0) 29 (9.7) 11 (5.5) 5 (2.5) 6 (3.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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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기본적 특성 (계속)
남성 여성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9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200 (100.0) 200 (100.0)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2 (7.8) 23 (7.7) 21 (7.0) 13 (6.5) 45 (15.0) 17 (8.5) 19 (9.5)
고등학교, 2/3 년제 대학 졸업 363 (45.4) 115 (38.3) 142 (47.3) 95 (47.5) 160 (53.3) 88 (44.0) 100 (50.0)
4 년제 대학 졸업 이상 348 (43.5) 156 (52.0) 128 (42.7) 85 (42.5) 75 (25.0) 84 (42.0) 77 (38.5)
모름 27 (3.4) 6 (2.0) 9 (3.0) 7 (3.5) 20 (6.7) 11 (5.5) 4 (2.0)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6 (8.3) 20 (6.7) 25 (8.3) 26 (13.0) 50 (16.7) 17 (8.5) 20 (10.0)
고등학교, 2/3 년제 대학 졸업 468 (58.5) 178 (59.3) 186 (62.0) 112 (56.0) 180 (60.0) 104 (52.0) 120 (60.0)
4 년제 대학 졸업 이상 232 (29.0) 94 (31.3) 80 (26.7) 51 (25.5) 54 (18.0) 71 (35.5) 50 (25.0)
모름 34 (4.3) 8 (2.7) 9 (3.0) 11 (5.5) 16 (5.3) 8 (4.0) 10 (5.0)

월 평균 가구 소득 (만원)
<200 72 (9.0) 30 (10.0) 32 (10.7) 31 (15.5) 32 (10.7) 15 (7.5) 15 (7.5)
<400 243 (30.4) 89 (29.7) 105 (35.0) 72 (36.0) 79 (26.3) 44 (22.0) 54 (27.0)
<600 208 (26.0) 89 (29.7) 85 (28.3) 55 (27.5) 67 (22.3) 48 (24.0) 50 (25.0)
<800 123 (15.4) 52 (17.3) 38 (12.7) 25 (12.5) 48 (16.0) 48 (24.0) 36 (18.0)
≥800 154 (19.3) 40 (13.3) 40 (13.3) 17 (8.5) 74 (24.7) 45 (22.5) 45 (22.5)

연애∙결혼
그렇지 않다 470 (58.8) 187 (62.3) 186 (62.0) 149 (74.5) 82 (27.3) 88 (44.0) 82 (41.0)
그렇다 330 (41.3) 113 (37.7) 114 (38.0) 51 (25.5) 218 (72.7) 112 (56.0) 118 (59.0)

스트레스(BEPSI-K)
저 스트레스군 160 (20.0) 48 (16.0) 96 (32.0) 58 (29.0) 38 (12.7) 19 (9.5) 33 (16.5)
중증도 스트레스군 247 (30.9) 125 (41.7) 118 (39.3) 82 (41.0) 100 (33.3) 54 (27.0) 90 (45.0)
고 스트레스군 393 (49.1) 127 (42.3) 86 (28.7) 60 (30.0) 162 (54.0) 127 (63.5) 77 (38.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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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기본적 특성 (계속)
남성 여성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9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스트레스 해소 수단

(1 이용안함-5 이용함) 평균(표준편차)
음주 3.42 (1.2) 3.27 (1.3) 2.98 (1.3) 2.25 (1.2) 3.68 (1.4) 3.67 (1.3) 3.46 (1.5) 2.40 (1.3)
모바일∙PC 게임 3.57 (1.2) 3.35 (1.3) 3.53 (1.2) 3.49 (1.3) 2.93 (1.4) 2.81 (1.3) 2.88 (1.5) 2.42 (1.3)
영화∙공연 등의 문화생활 3.21 (1.1) 3.23 (1.1) 3.41 (1.1) 3.15 (1.2) 3.24 (1.2) 3.50 (1.1) 3.82 (1.1) 3.50 (1.1)
여행 2.89 (1.2) 2.92 (1.3) 3.10 (1.2) 2.56 (1.2) 3.25 (1.3) 3.25 (1.2) 3.50 (1.3) 3.18 (1.3)
스포츠 2.99 (1.3) 2.92 (1.2) 3.02 (1.3) 2.45 (1.3) 2.12 (1.2) 2.40 (1.2) 2.46 (1.3) 2.18 (1.2)
수다 3.14 (1.1) 3.09 (1.2) 3.21 (1.1) 2.80 (1.2) 3.70 (1.1) 3.79 (1.0) 4.13 (1.0) 3.88 (1.1)
음식 섭취 3.35 (1.1) 3.39 (1.1) 3.57 (1.1) 3.49 (1.1) 3.89 (1.1) 4.03 (1.0) 4.34 (0.9) 4.05 (0.9)
수면 3.61 (1.1) 3.68 (1.1) 3.65 (1.1) 3.81 (1.0) 3.84 (1.2) 4.05 (1.1) 4.35 (0.9) 4.24 (0.9)
음악 감상 3.54 (1.1) 2.44 (1.1) 3.63 (1.1) 3.63 (1.1) 3.56 (1.2) 3.77 (1.1) 3.88 (1.2) 4.00 (1.0)
TV 시청 2.97 (1.2) 3.00 (1.2) 3.05 (1.2) 3.10 (1.2) 3.25 (1.3) 3.35 (1.2) 3.56 (1.3) 3.71 (1.2)
사교 모임 정기 참여 (한 달)

참여하지 않음 285 (35.6) 103 (34.3) 102 (34.0) 99 (49.5) 110 (36.7) 56 (28.0) 55 (27.5) 72 (36.0)
1 회 181 (22.6) 58 (19.3) 83 (27.7) 38 (19.0) 44 (14.7) 47 (23.5) 51 (25.5) 43 (21.5)
2-3 회 188 (23.5) 86 (28.7) 67 (22.3) 45 (22.5) 91 (30.3) 56 (28.0) 60 (30.0) 53 (26.5)
4 회 이상 146 (18.3) 53 (17.7) 48 (16.0) 18 (9.0) 55 (18.3) 41 (20.5) 34 (17.0) 32 (16.0)

음주 (한 달)
최근 1 년, 술 마시지 않음 25 (3.1) 10 (3.3) 19 (6.3) 28 (14.0) 13 (4.3) 4 (2.0) 4 (2.0) 17 (8.5)
1 회 이하 177 (22.1) 74 (24.7) 80 (26.7) 72 (36.0) 56 (18.7) 38 (19.0) 58 (29.0) 92 (46.0)
2-4 회 301 (37.6) 125 (41.7) 128 (42.7) 74 (37.0) 91 (30.3) 87 (43.5) 66 (33.0) 71 (35.5)

　 8 회 이상 297 (37.1) 91 (30.3) 73 (24.3) 26 (13.0) 　 140 (46.7) 71 (35.5) 72 (36.0) 20 (1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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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기본적 특성 (표 4)

전체 대상자의 나이 평균은 25.25세로 20-24세가 978명(39.1%), 25-29

세가 1,522명(60.9%)을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흡연 상태별 나이 평

균은 25세 전후로 모든 흡연 상태에서 24세 이상 26세 미만의 나이 평균

을 보였다. 표 2에는 나이를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만

나타내었다.

신분 유형은 취업 준비생이 449명(18.0%), 학생이 744명(29.8%), 직장

인이 1,307명(52.3%)으로 직장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 매일 흡연

자의 직장인 비율은 74.7%로 남성 매일 흡연자의 직장인 비율인 50.5%

보다 높았다. 여성에서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직장인의 비율이 가장 높

았다. 남성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에서는 직장인의 비율이 가장 많

았으나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는 학생의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879명(35.2%), 2/3년제 대학 재학

⋅졸업은 527명(21.1%),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은 1,094명(43.7%)이

다. 여성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에서는 4년제 대학 재학⋅

졸업 이상이 50.5%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매일 흡연자에서는 31.67%로

나타났다. 여성 매일 흡연자에서는 2/3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이 가

장 높았다. 남성에서는 비흡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흡연 상태에서 4년

제 대학 재학⋅졸업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비흡연자에서는 고등학교 졸

업 이하가 가장 많았다.

졸업 고등학교 유형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1,965명(78.6%)으로 가장 많

았으며, 특수목적⋅자율 고등학교가 176명(7.0%), 실업계 고등학교가 280

명(11.2%), 기타가 79명(3.2%)으로 남성과 여성의 모든 흡연 상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은 도는 571명(22.8%),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1,158명

(46.3%), 서울특별시는 771명(30.8%)을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모

든 흡연 상태에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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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수 (명, 본인 포함)는 1명은 393명(15.7%), 2-3명은 895명

(35.8%), 4명 이상은 1,212명(48.5%)을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4

명 이상에서는 비흡연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매일 흡연자는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세대 유형은 1인 가구가 393명(15.7%), 가족(미혼)이 1,771명(70.8%),

배우자가 71명(2.8%), 배우자와 아이가 124명(5.0%), 친구⋅룸메이트가

141명(5.6%)을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흡연 상태와 상관없이 가

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남녀 모두 가족에서는 매일 흡연자

의 비율이 가장 낮고, 1인 가구에서는 매일 흡연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버지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16명(8.6%), 고등학교, 2/3년제 대

학 졸업이 1,166명(46.6%),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1,025명(41.0%), 모름

이 93명(3.7%)를 차지하였다. 여성에서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졸업

이 가장 많았던 간헐 흡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군에서 4년제 대학 졸

업 이상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39명(9.6%), 고등학교, 2/3년제 대

학 졸업이 1,481명(59.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671명(26.8%), 모름

이 109명(4.4%)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흡연 상태에서 고등

학교, 2/3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가장

낮았다.

월 평균 가구 소득 (만원)은 200만원 미만이 244명(9.8%), 400만원 미

만이 752명(30.1%), 600만원 미만이 661명(26.4%), 800만원 미만이 409명

(16.4%), 800만원 이상이 434명(17.4%)을 차지하여 남녀 매일 흡연자 모

두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다.

연애⋅결혼은 그렇다는 1,125명(45.0%), 그렇지 않다는 1,375명(55.0%)

이었으며 남녀 모두 연애⋅결혼 중인 비율이 매일 흡연자에서 가장 높았

다. 남성은 흡연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연애⋅결혼 중이지 않다가 가장

높았고 여성은 비흡연자를 제외한 세 흡연군에서 연애⋅결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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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저 스트레스군이 500명(20.0%), 중증도 스트레스군이 900

명(36.0%), 고 스트레스군이 1,100명(44.0%)을 차지하였다. 남녀 모두 매

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에서 고 스트레스군이 가장 많았으며, 과거 흡

연자와 비흡연자에서는 중증도 스트레스군이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에서 고 스트레스군 비율이 높았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 (1이용 안함-5이용함)으로는 수면의 평균이 3.81

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가 2.68로 가장 낮았다. 표 2에는 각 수단의 이용

정도를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만 나타내었다.

음주는 평균 3.23, 이용함은 1,162명(46.5%)이고, 여성에서는 비흡연자

를 제외한 나머지 흡연 상태에서 이용함의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에서만 이용함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흡연 상태에서는 이용

안함의 비율이 더 높았다.

모바일⋅PC게임은 평균 3.25, 이용함은 1,170명(46.8%)이고, 여성에서

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최소 63.0%의 비율로 이용 안함이 높았으나, 남

성에서는 간헐 흡연자에를 제외하고 나머지 흡연 상태에서 이용함이 최

소 53.0%로 더 높았다.

영화⋅공연 등의 문화생활은 평균 3.33, 이용함은 1,123명(44.9%)이고,

남성에서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이용 안함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 이용 안함의 비율이 높고, 간헐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에서는 각각 52.5%, 61.0%로 이용함이 높았다.

여행은 평균 3.04, 이용함은 917명(36.7%)이고, 남성에서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이용 안함이 높았으며 여성에서는 간헐 흡연자를 제외하고 나

머지 흡연 상태에서 이용 안함이 더 높았다.

스포츠는 평균 2.68, 이용함은 697명(27.9%)이고, 남성에서는 흡연 상

태와 상관없이 최소 62.0%로 이용함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최

소 80.5%로 이용 안함의 비율이 높았다.

수다는 평균 3.37, 이용함은 1,196명(47.8%)이고, 여성에서는 이용함이

높았으나 남성에서는 최소 55.7%로 이용 안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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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는 평균 3.65, 이용함은 1,460명(58.4%)이고, 여성에서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이용함의 비율이 높고 남성에서는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

자에서만 이용함의 비율이 높았다. 남성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에서

는 이용 안함이 높았다.

수면은 평균 3.81, 이용함은 1,589명(63.6%)이고, 남녀 모두에서 이용함

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모든 흡연 상태에서 높은 비

율로 수면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음악 감상은 평균 3.64, 이용함은 1,450명(58.0%)이고, 남녀 모두에서

이용함이 높았으며 여성 비흡연자에서 75.5%로 가장 높았다.

TV 시청은 평균 3.16, 이용함은 1,070명(42.8%)이고, 남성에서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이용 안함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에서만 이용 안함이 높았다. 여성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서는 이용함의 비율이 높았다.

사교 모임 정기 참여 (한 달)는 참여하지 않음이 882명(35.3%), 1회가

545명(21.8%), 2-3회가 646명(25.8%), 4회 이상이 427명(17.1%)을 차지하

였다. 남성에서는 모든 흡연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여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만 정기

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이 높았다. 여성 과거 흡연자에서는 2-3회 참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 간헐 흡연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음과

2-3회가 같은 비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음주 (한 달)는 최근 1년, 술 마시지 않음은 120명(4.8%), 1회 이하는

647명(25.9%), 2-4회는 943명(37.7%), 8회 이상은 790명(31.6%)을 차지하

였다. 남성에서는 흡연 상태와 상관없이 월 2-4회 음주 비율이 가장 높

았으나 여성에서는 간헐 흡연자에서만 월 2-4회 음주 비율이 가장 높았

다. 남성 매일 흡연자에서 8회 이상이 37.1%였으며 여성 매일 흡연자는

46.7%로 여성 매일 흡연자에서 한 달 내 술을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과거 흡연자에서는 8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비흡연자

에서는 1회 이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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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흡연 관련 특성 (성인기 이전)
남성 여성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9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200 (100.0) 200 (100.0)

가정 내 흡연자 거주
없음 271 (33.9) 133 (44.3) 121 (40.3) 73 (36.5) 76 (25.3) 69 (34.5) 68 (34.0)
1 명 452 (56.5) 149 (49.7) 157 (52.3) 112 (56.0) 162 (54.0) 105 (52.5) 111 (55.5)
2 명 이상 77 (9.6) 18 (6.0) 22 (7.3) 15 (7.5) 62 (20.7) 26 (13.0) 21 (10.5)

가정 내 담배 연기 맡은 빈도 (7 일)
없음 346 (43.3) 142 (47.3) 145 (48.3) 93 (46.5) 118 (39.3) 84 (42.0) 91 (45.5)
1 회 69 (8.6) 29 (9.7) 28 (9.3) 27 (13.5) 23 (7.7) 19 (9.5) 22 (11.0)
2-6 회 179 (22.4) 89 (29.7) 73 (24.3) 50 (25.0) 61 (20.3) 51 (25.5) 35 (17.5)
매일 206 (25.8) 40 (13.3) 54 (18.0) 30 (15.0) 98 (32.7) 46 (23.0) 52 (26.0)

친구 중 흡연자
없음 61 (7.6) 26 (8.7) 23 (7.7) 45 (22.5) 34 (11.3) 42 (21.0) 32 (16.0)
몇 명 533 (66.6) 225 (75.0) 233 (77.7) 145 (72.5) 172 (57.3) 145 (72.5) 146 (73.0)
대부분 이상 206 (25.8) 49 (16.3) 44 (14.7) 10 (5.0) 94 (31.3) 13 (6.5) 22 (11.0)

학교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
그렇지 않다 202 (25.3) 83 (27.7) 74 (24.7) 41 (20.5) 93 (31.0) 55 (27.5) 61 (30.5)

　 그렇다 598 (74.8) 217 (72.3) 226 (75.3) 159 (79.5) 　 207 (69.0) 145 (72.5) 139 (69.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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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흡연 관련 특성-성인기 이전 (표 5)

가정 내 흡연자 거주는 없음이 869명(34.8%), 1명이 1,371명(54.8%), 2

명 이상이 260명(10.4%)을 차지하였으며 남녀 매일 흡연자에서 1명이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 내 2명 이상 흡연자 거주는 여성 매일 흡

연자에서 가장 높았다. 가정 내 2명 이상의 흡연자 거주가 남성보다 여

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정 내 담배 연기 빈도 (7일)는 없음이 1,107명(44.3%), 1회가 244명

(9.76%), 2-6회가 588명(23.5%), 매일이 561명(22.4%)을 차지하였으며 남

녀 매일 흡연자에서 없음이 가장 높았다. 성인기 이전 가정 내에서 담배

연기를 최소 1번 이상 맡은 대상자를 보면, 남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에서

매일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세 군에서는 2-6회가 가장 높았다. 여

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에서 매일 담배 연기를 맡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인기 이전, 가정 내 담배 연기를 매일 맡은 대상자에서

는 여성 매일 흡연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 중 흡연자는 없음이 348명(13.9%), 몇 명이 1708명(68.3%), 대부

분 이상이 444명(17.8%)을 차지하였다. 몇 명과 대부분 이상의 정확한

범위, 비율 등의 명시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남성과 여성의 모든 흡연

상태에서 몇 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구 중 흡연자의 대부분 이상에

서는 여성 매일 흡연자가 없음에서는 여성 비흡연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는 그렇지 않다가 653명(26.1%), 그렇

다가 1,847명(73.9%)이며 남녀 모두 학교 흡연 예방⋅금연 교육을 이수

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남성에서는 79.5%, 여성에서는 78.0%로 비흡연

자의 이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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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흡연 관련 특성 (성인기)
남성 여성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9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가정 내 흡연자 거주
없음 271 (33.9) 133 (44.3) 121 (40.3) 73 (36.5) 76 (25.3) 69 (34.5) 68 (34.0) 58 (29.0)
1 명 452 (56.5) 149 (49.7) 157 (52.3) 112 (56.0) 162 (54.0) 105 (52.5) 111 (55.5) 123 (61.5)
2 명 이상 77 (9.6) 18 (6.0) 22 (7.3) 15 (7.5) 62 (20.7) 26 (13.0) 21 (10.5) 19 (9.5)

가정 내 담배 연기 맡은 빈도 (7 일)
없음 346 (43.3) 142 (47.3) 145 (48.3) 93 (46.5) 118 (39.3) 84 (42.0) 91 (45.5) 88 (44.0)
1 회 69 (8.6) 29 (9.7) 28 (9.3) 27 (13.5) 23 (7.7) 19 (9.5) 22 (11.0) 27 (13.5)
2-6 회 179 (22.4) 89 (29.7) 73 (24.3) 50 (25.0) 61 (20.3) 51 (25.5) 35 (17.5) 50 (25.0)
매일 206 (25.8) 40 (13.3) 54 (18.0) 30 (15.0) 98 (32.7) 46 (23.0) 52 (26.0) 35 (17.5)

친구 중 흡연자
없음 61 (7.6) 26 (8.7) 23 (7.7) 45 (22.5) 34 (11.3) 42 (21.0) 32 (16.0) 85 (42.5)
몇 명 533 (66.6) 225 (75.0) 233 (77.7) 145 (72.5) 172 (57.3) 145 (72.5) 146 (73.0) 109 (54.5)
대부분 이상 206 (25.8) 49 (16.3) 44 (14.7) 10 (5.0) 94 (31.3) 13 (6.5) 22 (11.0) 6 (3.0)

학교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
그렇지 않다 202 (25.3) 83 (27.7) 74 (24.7) 41 (20.5) 93 (31.0) 55 (27.5) 61 (30.5) 44 (22.0)

　 그렇다 598 (74.8) 217 (72.3) 226 (75.3) 159 (79.5) 　 207 (69.0) 145 (72.5) 139 (69.5) 156 (78.0)
그렇지 않다 637 (79.6) 213 (71.0) 261 (87.0) 172 (86.0) 275 (91.7) 172 (86.0) 176 (88.0) 185 (92.5)
그렇다 163 (20.4) 87 (29.0) 39 (13.0) 28 (14.0) 25 (8.3) 28 (14.0) 24 (12.0) 15 (7.5)

주거 단지 전체 금연 구역
그렇지 않다 542 (67.8) 166 (55.3) 179 (59.7) 142 (71.0) 244 (81.3) 134 (67.0) 121 (60.5) 159 (79.5)
그렇다 258 (32.3) 134 (44.7) 121 (40.3) 58 (29.0) 56 (18.7) 66 (33.0) 79 (39.5) 41 (20.5)

가정 내 흡연 규칙
어디서도 피울 수 없다 504 (63.0) 250 (83.3) 250 (83.3) 164 (82.0) 132 (44.0) 142 (71.0) 175 (87.5) 157 (78.5)
몇몇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 236 (29.5) 46 (15.3) 39 (13.0) 29 (14.5) 137 (45.7) 54 (27.0) 19 (9.5) 31 (15.5)
어디서든 피울 수 있다 60 (7.5) 4 (1.3) 11 (3.7) 7 (3.5) 31 (10.3) 4 (2.0) 6 (3.0) 12 (6.0)

흡연 유발 질병 합 (8 개)
평균(표준편차) 6.38 (2.0) 6.67 (1.7) 7.03 (1.5) 6.96 (1.2) 6.29 (1.7) 6.26 (1.5) 6.85 (1.3) 7.03 (1.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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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흡연 관련 특성 (성인기) (계속)
남성 여성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9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흡연의 개인적 효용 (0-10 점)

평균(표준편차) 4.27 (2.1) 3.65 (2.0) 2.49 (2.4) 1.15 (1.7) 4.29 (2.1) 4.28 (1.9) 2.21 (2.3) 1.21
사회적 니코틴 의존도

평균(표준편차) 27.47 (4.5) 25.58 (5.0) 23.42 (5.2) 21.30 (5.5) 27.47 (3.8) 26.27 (4.0) 22.39 (4.8) 20.88
흡연 광고 인지 합 (7 개)

평균(표준편차) 2.75 (2.0) 2.92 (2.1) 2.82 (2.0) 1.76 (1.6) 2.41 (1.7) 2.73 (1.9) 2.45 (1.8) 1.60
흡연자 이미지 (11 부정적-44 긍정적)

평균(표준편차) 27.66 (5.9) 25.89 (5.9) 22.43 (6.2) 21.01 (5.6) 27.71 (4.5) 26.20 (5.2) 21.27 (5.6) 19.90
흡연 견해 (1 부정적-5 긍정적)

평균(표준편차)

흡연-본인 3.00 (0.7) 2.73 (0.8) 2.13 (0.9) 1.64 (0.7) 3.03 (0.7) 2.83 (0.7) 2.05 (0.8) 1.50
남성 흡연-본인 3.03 (0.7) 2.75 (0.8) 2.26 (0.8) 1.90 (0.8) 2.90 (0.6) 2.58 (0.7) 2.04 (0.8) 1.68
여성 흡연-본인 2.66 (0.8) 2.35 (0.9) 1.88 (0.8) 1.70 (0.8) 2.91 (0.6) 2.83 (0.8) 2.12 (0.9) 1.67
흡연-주변인 2.61 (0.8) 2.53 (0.8) 2.25 (0.8) 2.09 (0.8) 2.67 (0.7) 2.62 (0.7) 2.23 (0.8) 2.02
남성 흡연-대부분 2.75 (0.7) 2.58 (0.7) 2.47 (0.7) 2.39 (0.8) 2.94 (0.8) 2.80 (0.9) 2.54 (0.9) 2.46
여성 흡연-대부분 2.06 (0.9) 2.05 (0.8) 1.77 (0.7) 1.70 (0.7) 　 1.77 (0.8) 1.87 (0.9) 1.65 (0.7) 1.6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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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상자 성별, 흡연 상태별 흡연 관련 특성-성인기 (표 6)

가정 내 매일 흡연자 거주는 없음이 1,481명(59.2%)으로 가장 높았으

며 1명이 764(30.6%), 2명 이상이 255명(10.2%)을 차지하였다. 가정 내

매일 흡연자가 한명도 없는 대상자는 남성 과거 흡연자에서 가장 높았으

며, 가정 내 2명 이상의 매일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여성 간헐 흡연자에

서 가장 높았다.

최근 7일, 가정 내 담배 연기 빈도는 없음이 1,907명(76.3%)로 가장 많

았으며, 1회가 209명(8.4%), 2-6회가 207명(8.3%), 매일이 177명(7.1%)을

차지하였다. 최근 7일, 가정 내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는

남성 비흡연자에서 가장 높았다. 가정 내 담배 연기를 맡은 매일 맡은

대상자 중에는 여성 매일 흡연자에서 가장 높았다.

친구 중 흡연자는 없음이 200명(8.0%), 몇 명이 1,469명(58.76%), 대부

분 이상이 795명(31.8%), 모름이 36명(1.4%)을 차지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친구 중 흡연자가 몇 명에 해당한다고 한 비율이 매일 흡연자 제외

세 군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매일 흡연자에서는 친구 중 흡

연자가 대부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문항은 성인기 이전 친구

중 흡연자 문항과 동일하게 몇 명과 대부분의 정확한 범위, 비율 등의

명시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1년,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는 그렇다가 409명(16.4%), 그렇

지 않다가 2,091명(83.6%)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흡연 상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율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 모

두 간헐 흡연자에서 가장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남성 매일 흡연자의 이

수율은 여성 매일 흡연자 이수율의 두배가 넘는다.

주거 단지 전체 금연 구역은 그렇다가 813명(32.5%), 그렇지 않다가

1,687명(67.5%)을 차지하였으며 흡연 상태와 상관없이 여성보다 남성에

서 주거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인 곳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남

성에서는 간헐 흡연자가 여성에서는 과거 흡연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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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주거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여성 매일 흡연자의 금연 주거 단지

거주율 보다 남성 매일 흡연자의 거주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가정 내 흡연 규칙은 어디서도 피울 수 없다가 1,774명(71.0%)로 가장

높았으며 몇몇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가 591명(23.6%), 어디서든 피울

수 있다가 135명(5.4%)로 나타났다. 남성은 모든 흡연 상태에서 어디서

도 피울 수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 매일 흡연자는 몇몇 장소에

서 피울 수 있다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흡연 상태에서 어디서도 피울 수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 내 어디서든 피울 수 있는 대상자 중

에서는 여성 매일 흡연자가 가장 높았다.

흡연 유발 질병 질문 합 (총 8개)은 평균 6.61개를 맞췄으며, 남녀 모

두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의 정답률 보다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서의 정답율이 높았다.

흡연의 개인적 효용 (0-10점)은 평균 3.33점으로 흡연의 폐해가 흡연

의 효용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에서 각각 4.29, 4.28을 보였으며 남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에서 4.27

점으로 가장 높은 효용 평균을 보였다.

사회적 니코틴 의존도 (10-30점)는 평균 25.23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매일 흡연자에서 27.47의 의존도 평균을 나타냈다. 남녀 모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순으로 의존도 평균이 감소

하였다.

흡연 광고 인지 합 (7개)은 평균 2.54개였으며 남녀 모두 간헐 흡연자

에서 가장 높았다.

흡연자 이미지 (11부정적-44긍정적)은 평균 25.05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순으로 흡연자의

이미지에 대한 평균이 감소하였다.

흡연 견해 (1부정적-5긍정적)에서는 남성 흡연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

평균이 2.66로 가장 높았고 여성 흡연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 평균이 1.88

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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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본인은 평균 2.25이고, 여성에서는 매일 흡연자에서 3.03으로 가

장 높았으며 남성에서도 3.00으로 매일 흡연자에서 가장 높았다.

흡연-주변인은 평균 2.45이고, 남성 매일 흡연자에서 2.61, 여성 매일

흡연자에서 2.67로 매일 흡연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

은 평균을 보였다.

남성 흡연-본인은 평균 2.58이고, 여성 매일 흡연자에서는 2.90이고 남

성 매일 흡연자에서는 3.03으로 남성에서 더 높았다.

남성 흡연-대부분은 평균 2.66이고, 남성 매일 흡연자에서는 2.75, 여

성에서는 2.94로 더 높았다.

여성 흡연-본인은 평균 2.37이고, 여성에서는 2.91, 남성에서는 2.66으

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

여성 흡연-대부분은 평균 1.88이고, 남성 매일 흡연자에서는 2.06, 여

성 매일 흡연자에서는 1.77로 남성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다른 견해들과

달리 여성은 간헐 흡연자에서 1.87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남성에서

는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순으로 여성 흡연

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 평균이 감소하였다. 여성에서는 다른 견해 평균

과 달리 최대 2점을 넘지 못했다.



- 38 -

3.2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 변수를 흡연 상태로 하여 비흡연자

대비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의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보

정 전’은 단변량으로 각 변수를 흡연 상태별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모형 2’는 인구사회

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보정한 후 회귀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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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 성별 스트레스 해소수단 이용정도 (1 이용안함–5 이용함)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 결과

남성 　 여성

　 보정 전 　 모형 1⸹ 　 모형 2∗ 　 보정 전 　 모형 1⸹ 　 모형 2∗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음주
2.05 1.87 1.58 1.93 1.80 1.52 1.73 1.65 1.45 1.93 1.92 1.72 2.00 1.87 1.81 1.78 1.87 1.81

(1.80-
2.34)

(1.62-
2.17)

(1.36-
1.82) 　 (1.69-

2.21)
(1.55-
2.09)

(1.31-
1.76) 　 (1.49-

2.01)
(1.41-
1.94)

(1.24-
1.70) 　 (1.68-

2.22)
(1.65-
2.23)

(1.48-
1.99) 　 (1.71-

2.34)
(1.69-
2.34)

(1.55-
2.13) 　 (1.49-

2.14)
(1.56-
2.24)

(1.52-
2.15)

모바일∙
PC 게임

1.06 0.91 1.03 　 1.08 0.93 1.04 　 1.11 0.97 1.12 　 1.33 1.25 1.30 　 1.32 1.25 1.31 　 1.24 1.21 1.31

(0.93-
1.20)

(0.79-
1.06)

(0.88-
1.19) 　 (0.95-

1.23)
(0.81-
1.08)

(0.90-
1.21) 　 (0.96-

1.29)
(0.83-
1.13)

(0.96-
1.30) 　 (1.16-

1.53)
(1.07-
1.45)

(1.12-
1.51) 　 (1.13-

1.54)
(1.07-
1.47)

(1.12-
1.53) 　 (1.04-

1.49)
(1.01-
1.45)

(1.10-
1.56)

영화∙공연
등의
문화생활

1.05 1.07 1.25 1.00 1.02 1.21 0.89 0.89 1.10 0.82 1.00 1.29 0.82 0.82 1.30 0.73 0.85 1.19

(0.91-
1.21)

(0.91-
1.26)

(1.06-
1.48) 　 (0.86-

1.15)
(0.87-
1.20)

(1.03-
1.43) 　 (0.75-

1.05)
(0.75-
1.07)

(0.92-
1.31) 　 (0.71-

0.96)
(0.84-
1.19)

(1.08-
1.54) 　 (0.69-

1.10)
(0.82-
1.18)

(1.08-
1.56) 　 (0.59-

0.90)
(0.68-
1.05)

(0.97-
1.47)

여행
1.27 1.29 1.47 　 1.15 1.20 1.40 　 1.01 1.02 1.25 　 1.05 1.04 1.22 　 1.04 0.99 1.16 　 0.89 0.83 1.03

(1.11-
1.45)

(1.11-
1.50)

(1.26-
1.71) 　 (1.00-

1.32)
(1.03-
1.40)

(1.20-
1.63) 　 (0.87-

1.18)
(0.86-
1.21)

(1.06-
1.47) 　 (0.91-

1.20)
(0.89-
1.21)

(1.04-
1.42) 　 (0.88-

1.22)
(0.84-
1.17)

(0.98-
1.37) 　 (0.73-

1.08)
(0.69-
1.01)

(0.86-
1.24)

스포츠
1.42 1.36 1.45 1.36 1.30 1.41 1.22 1.12 1.27 0.96 1.16 1.21 0.99 1.15 1.20 0.88 1.00 1.10

(1.25-
1.62)

(1.17-
1.57)

(1.25-
1.68) 　 (1.19-

1.55)
(1.12-
1.51)

(1.21-
1.63) 　 (1.05-

1.41)
(0.95-
1.31)

(1.09-
1.49) 　 (0.82-

1.12)
(0.99-
1.36)

(1.03-
1.42) 　 (0.83-

1.17)
(0.97-
1.37)

(1.02-
1.43) 　 (0.72-

1.08)
(0.82-
1.23)

(0.91-
1.33)

수다
1.30 1.25 1.37 　 1.27 1.22 1.35 　 1.13 1.06 1.22 　 0.86 0.92 1.27 　 0.89 0.90 1.29 　 0.79 0.80 1.24

(1.14-
1.49)

(1.07-
1.47)

(1.17-
1.61) 　 (1.10-

1.46)
(1.04-
1.44)

(1.15-
1.59) 　 (0.96-

1.33)
(0.89-
1.27)

(1.03-
1.46) 　 (0.73-

1.01)
(0.77-
1.11)

(1.05-
1.55) 　 (0.74-

1.07)
(0.74-
1.09)

(1.05-
1.58) 　 (0.63-

0.98)
(0.64-
1.00)

(0.99-
1.56)

음식 섭취
0.89 0.92 1.07 0.84 0.88 1.04 0.77 0.81 0.99 0.85 0.97 1.42 0.80 0.95 1.41 0.72 0.87 1.34

(0.77-
1.02)

(0.78-
1.08)

(0.91-
1.27) 　 (0.73-

0.97)
(0.75-
1.05)

(0.88-
1.23) 　 (0.65-

0.92)
(0.68-
0.98)

(0.83-
1.18) 　 (0.72-

1.02)
(0.80-
1.18)

(1.14-
1.76) 　 (0.65-

0.97)
(0.77-
1.17)

(1.12-
1.77) 　 (0.56-

0.93)
(0.68-
1.11)

(1.04-
1.73)

수면
0.84 0.89 0.87 　 0.83 0.88 0.86 　 0.81 0.85 0.83 　 0.71 0.84 1.14 　 0.74 0.83 1.18 　 0.70 0.78 1.14

(0.72-
0.97)

(0.75-
1.05)

(0.73-
1.03) 　 (0.71-

0.96)
(0.74-
1.04)

(0.72-
1.02) 　 (0.68-

0.96)
(0.71-
1.03)

(0.69-
1.00) 　 (0.59-

0.84)
(0.69-
1.01)

(0.92-
1.41) 　 (0.61-

0.90)
(0.68-
1.02)

(0.95-
1.48) 　 (0.55-

0.89)
(0.62-
0.99)

(0.89-
1.46)

음악 감상
0.92 0.93 1.00 0.95 0.95 1.02 0.90 0.89 0.97 0.69 0.81 0.89 0.75 0.84 0.96 0.73 0.80 0.92

(0.79-
1.06)

(0.78-
1.09)

(0.84-
1.18) 　 (0.82-

1.10)
(0.81-
1.13)

(0.86-
1.21) 　 (0.76-

1.07)
(0.74-
1.07)

(0.81-
1.17) 　 (0.58-

0.82)
(0.67-
0.98)

(0.73-
1.07) 　 (0.62-

0.91)
(0.69-
1.03)

(0.79-
1.18) 　 (0.58-

0.91)
(0.64-
1.01)

(0.73-
1.15)

TV 시청
0.91 0.93 0.97 0.89 0.92 0.96 0.83 0.85 0.91 0.74 0.79 0.90 0.77 0.81 0.92 0.75 0.75 0.85

(0.80-
1.04)

(0.80-
1.08)

(0.83-
1.12) 　 (0.78-

1.02)
(0.79-
1.07)

(0.82-
1.11) 　 (0.72-

0.97)
(0.73-
1.01)

(0.78-
1.07) 　 (0.64-

0.86)
(0.67-
0.92)

(0.76-
1.05) 　 (0.66-

0.91)
(0.69-
0.96)

(0.77-
1.09) 　 (0.62-

0.92)
(0.61-
0.91)

(0.70-
1.04)

참조 집단(reference group): 비흡연자
⸹: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최종 학력, 가구 소득, 연애⋅결혼, 동거인 수, 가구 유형) 보정
∗: 인구사회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사교 모임 정기 참여(한 달), 음주 빈도(한 달), 가정 내 흡연자 거주(본인 제외), 친구 중 흡연자, 최근 1 년,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 주거 단지 전체 금연 구역, 흡연 광고 인지 합(7 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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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스트레스 해소 수단 (표 7)

음주는 단변량에서 남성의 매일 흡연자의 오즈비가 2.05배 높았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보정한 후 1.73으로 낮아졌다. 단

변량에서 여성의 매일 흡연자의 오즈비는 1.93으로 높았으며 인구사회학

적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는 2.00으로 약간 높아졌으나 환경적 요인까지

보정했을 때는 1.78로 감소하였다. 모형 2에서 여성 매일 흡연자의 음주

이용의 오즈비는 간헐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남성

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음주 사용이 증가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

비가 단변량에서는 여성보다 더 높았으나, 보정 후 여성과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모바일⋅PC게임은 남성에서는 단변량 분석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환

경적 요인 통제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에서는 단변량에서 모

바일⋅PC게임을 이용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1.33으로 유의하였

고 보정 후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영화⋅공연 등의 문화생활은 남성은 과거 흡연자에서만 오즈비가 1.25

배로 유의하였으며 보정 전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여성은 문화생활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이용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0.82배 낮

은 반면 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여성 매일 흡연자에서

0.73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포츠는 여성 모든 흡연 상태에서 보정과 상관없이 오즈비가 낮았으

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성에서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통제가 증가할수록

오즈비가 감소하였다. 남성은 이용 정도가 증가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

률이 1.42배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수다는 단변량에서 남성은 이용 정도가 증가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

률이 1.30배 유의하였으나 모형 2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성에서는

단변량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보정 후 0.79배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남성은 여성보다 모든 흡연 상태에서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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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할수록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일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음식 섭취는 단변량에서는 여성 비흡연자만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2

에서는 남녀 모두 음식 섭취의 이용 정도가 증가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률이 0.77배 정도로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 과거 흡연자에서는 음식 섭

취를 이용할수록 과거 흡연자일 확률이 1.42배 유의하게 높았다.

수면은 남녀 모두 이용이 증가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유의하

게 낮았으며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의 오즈비가 더 높았다.

음악 감상은 남성에서는 보정 전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 매일

흡연자는 단변량에서는 0.69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모형 2에서는 0.73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V 시청은 남녀 모두 모형 2에서 매일 흡연자일 확률이 0.83배 정도

로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에서는 각각 0.74와

0.79로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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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흡연 효용과 흡연자 이미지 (표 8)

흡연과 이미지는 보정 전후 모두 유의하였으나 오즈비는 보정 전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의 효용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가 2.34배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자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1.37배 유의하게 높았다.

표 8. 대상자 성별 흡연효용 (0-10 점), 흡연자 이미지 (11 부정적-44 긍정적)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 결과

남성 　 여성

　 보정 전 　 모형 1⸹ 　 모형 2∗ 　 보정 전 　 모형 1⸹ 　 모형 2∗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흡연
효용

2.34 2.06 1.59 2.31 2.03 1.57 2.30 1.98 1.54 2.34 2.33 1.44 2.53 2.55 1.54 2.37

(2.09-
2.63)

(1.83-
2.33)

(1.41-
1.79) 　 (2.05-

2.59)
(1.80-
2.30)

(1.40-
1.77) 　 (2.02-

2.61)
(1.74-
2.25)

(1.36-
1.75)

(2.06-
2.66)

(2.04-
2.66)

(1.27-
1.63) 　 (2.19-

2.93)
(2.20-
2.95)

(1.34-
1.76) 　 (2.01-

2.79)

흡연자
이미지

1.21 1.15 1.04 1.22 1.15 1.04 1.20 1.15 1.05 1.37 1.28 1.05 1.37 1.29 1.07 1.33

(1.17-
1.24)

(1.11-
1.18)

(1.01-
1.07) 　 (1.18-

1.25)
(1.12-
1.19)

(1.01-
1.07) 　 (1.16-

1.24)
(1.11-
1.19)

(1.01-
1.08)

(1.30-
1.43)

(1.22-
1.34)

(1.01-
1.09) 　 (1.30-

1.44)
(1.23-
1.36)

(1.03-
1.12) 　 (1.25-

1.41)

참조 집단(reference group): 비흡연자
⸹: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최종 학력, 가구 소득, 연애⋅결혼, 동거인 수, 가구 유형) 보정
∗: 인구사회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사교 모임 정기 참여(한 달), 음주 빈도(한 달), 가정 내 흡연자 거주(본인 제외), 친구 중 흡연자, 최근 1 년,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 주거 단지 전체 금연 구역, 흡연 광고 인지 합(7 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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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 성별 흡연 견해 (1 부정적-5 긍정적)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 결과

남성 　 여성

　 보정 전 　 모형 1⸹ 　 모형 2∗ 　 보정 전 　 모형 1⸹ 　 모형 2∗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

흡연
-본인

9.20 5.62 2.19 9.39 5.66 2.19 7.93 5.09 2.05 15.72 9.67 2.49 18.81 11.80 3.00 16.68 11.31 2.87

(7.15-
11.84)

(4.32-
7.30)

(1.73-
11.01) 　 (7.25-

12.15)
(4.34-
7.38)

(1.72-
2.78) 　 (5.97-

10.53)
(3.81-
6.80)

(1.58-
2.65)

(11.01
-22.43)

(6.88-
13.59)

(1.90-
3.27) 　 (12.65

-27.98)
(8.12-
17.16)

(2.21-
4.06) 　 (10.63

-26.15)
(7.39-
17.31)

(2.03-
4.05)

흡연
-주변인

2.33 2.04 1.30 　 2.30 2.05 1.31 　 1.78 1.72 1.14 10.13 4.50 1.80 　 2.96 2.88 1.45 　 1.85 2.28 1.24

(1.89-
2.86)

(1.61-
2.58)

(1.03-
2.47) 　 (1.86-

2.84)
(1.61-
2.60)

(1.04-
1.65) 　 (1.39-

2.27)
(1.32-
2.24)

(0.88-
1.48)

(7.30-
14.07)

(3.37-
6.01)

(1.40-
2.32) 　 (2.23-

3.94)
(2.15-
3.85)

(1.10-
1.90) 　 (1.32-

2.60)
(1.63-
3.19)

(0.91-
1.69)

남성 흡연
-본인

7.47 4.16 1.77 　 7.64 4.21 1.77 　 6.52 3.83 1.67 7.82 6.60 2.01 11.11 5.02 1.98 9.02 4.78 1.91

(5.85-
9.55)

(3.23-
5.37)

(1.41-
7.30) 　 (5.94-

9.84)
(3.25-
5.47)

(1.40-
2.24) 　 (4.92-

8.64)
(2.88-
5.09)

(1.30-
2.15)

(5.82-
10.51)

(4.87-
8.96)

(1.56-
2.59) 　 (7.75-

15.93)
(3.68-
6.86)

(1.50-
2.60) 　 (6.03-

13.50)
(3.33-
6.86)

(1.40-
2.62)

남성 흡연
-대부분

1.95 1.43 1.17 　 1.98 1.43 1.18 　 1.70 1.27 1.10 3.21 2.96 1.45 　 2.04 1.62 1.15 　 1.84 1.57 1.16

(1.57-
2.42)

(1.12-
1.83)

(0.91-
1.61) 　 (1.59-

2.47)
(1.12-
1.83)

(0.92-
1.51) 　 (1.32-

2.18)
(0.98-
1.66)

(0.85-
1.43)

(2.47-
4.16)

(2.23-
3.91)

(1.12-
1.88) 　 (1.59-

2.62)
(1.27-
2.08)

(0.90-
1.46) 　 (1.37-

2.47)
(1.18-
2.09)

(0.88-
1.52)

여성 흡연
-본인

3.67 2.42 1.30 3.79 2.49 1.33 3.76 2.45 1.29 2.01 1.63 1.13 8.97 7.23 2.27 7.99 6.64 2.19

(3.00-
4.50)

(1.94-
3.01)

(1.04-
5.82) 　 (3.07-

4.67)
(1.99-
3.12)

(1.07-
1.66) 　 (2.96-

3.86)
(1.91-
3.13)

(1.02-
1.63)

(1.61-
2.51)

(1.28-
2.07)

(0.89-
1.42) 　 (6.44-

12.47)
(5.21-
10.02)

(1.73-
2.99) 　 (5.47-

11.68)
(4.59-
9.61)

(1.60-
3.00)

여성 흡연
-대부분

1.81 1.79 1.15 1.77 1.80 1.17 1.78 1.71 1.09 1.22 1.44 0.98 　 1.09 1.38 0.95 　 1.02 1.30 0.89

(1.47-
2.23)

(1.41-
2.27)

(0.90-
1.47) 　 (1.42-

2.19)
(1.41-
2.29)

(1.10-
1.49) 　 (1.39-

2.28)
(1.31-
2.23)

(0.84-
1.43)

(0.96-
1.56)

(1.11-
1.87)

(0.75-
1.29) 　 (0.83-

1.43)
(1.05-
1.82)

(0.71-
1.26) 　 (0.72-

1.45)
(0.92-
1.84)

(0.63-
1.24)

참조 집단(reference group): 비흡연자
⸹: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최종 학력, 가구 소득, 연애⋅결혼, 동거인 수, 가구 유형) 보정
∗: 인구사회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사교 모임 정기 참여(한 달), 음주 빈도(한 달), 가정 내 흡연자 거주(본인 제외), 친구 중 흡연자, 최근 1 년, 흡연 예방⋅금연 교육 이수, 주거 단지 전체 금연 구역, 흡연 광고 인지 합(7 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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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흡연 견해 (표 9)

흡연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긍정적일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남

성에서는 9.20배, 여성에서는 15.72배 유의하게 높았다. 남성과 여성 매일

흡연자 모두 모형 1의 매일 흡연자 오즈비가 각각 9.39, 18.81로 증가하

였으나 모형 2에서는 오즈비가 각각 7.93, 16.68로 감소하였다.

흡연에 대한 주변인의 견해는 긍정적일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남성에서는 2.33배, 여성에서는 10.13배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1에서 남

성은 단변량의 오즈비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2.96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 모형 2의 매일 흡연자는 남녀 모두 1.78 정도로 감소하였다.

남성 흡연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남녀 모두 보정 전후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형 2에서 남성은 오즈비가 6.52로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9.02

로 증가하였다.

남성 흡연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매일 흡

연자일 확률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았다. 그러나 모형 2의 매일 흡연자

일 오즈비는 남성 1.70, 여성 1.85로 비슷하였다.

여성 흡연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긍정적일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률이

남성에서는 3.67배, 여성에서는 2.0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2에서 남

성 매일 흡연자는 단변량과 비슷한 수준의 오즈비를 유지하였으나 여성

은 2.01에서 7.99로 증가하였다.

여성 흡연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가 긍정적일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률

이 남성은 보정 전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성은 간헐 흡연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모형 1에서 단변랑보다 오즈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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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청년 흡연행태 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대 청년 여성을

남성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해소 수단, 흡연의 효용과 이미지, 흡연에 대

한 견해가 흡연 상태별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청년 흡연

행태 심층조사 양적 연구에 참여한 만 19-29세 2,500명(남성 1,600명, 여

성 900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흡연 상태에 따른 빈도를 보았으며, 종속

변수를 흡연 상태로 하여 비흡연자 대비 매일 흡연자, 간헐 흡연자, 과거

흡연자의 스트레스 해소수단 이용 정도, 흡연의 개인적 효용과 흡연에

대한 이미지, 흡연과 성별에 따른 흡연자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견해에

대해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체 평균 25.25세로 25-29세의 20대 후반이

많았으며, 매일 흡연자에서 연애⋅결혼은 남성은 그렇지 않다, 여성은 그

렇다가 가장 많았고, 한 달 음주 빈도는 남성은 2-4회, 여성은 8회 이상

이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 (1이용 안함-5이용함)의 이용 정도

는 매일 흡연자에서 모바일⋅PC게임, 스포츠는 남성에서 높았으며, 음

주, 영화⋅공연 등의 문화생활, 여행, 수다, 음식 섭취, 수면, 음악 감상,

TV시청은 여성에서 분율이 높았다.

대상자 흡연 관련 특성은 매일 흡연자에서 가정 내 흡연 규칙은 남성

은 가정 내 어디서도 흡연할 수 없다, 여성은 몇몇 장소에서 피울 수 있

다가 가장 많았다. 흡연에 대한 견해 (1부정적-5긍정적)에서 여성 흡연

에 대한 대부분의 견해 평균은 남성은 1.89, 여성은 1.74로 나타났다.

남성 보다 여성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감소하

는 것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으나[4, 25, 32],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매

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존의 소득 수준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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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가정 내 거주하는

흡연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친구 중 흡연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1인 가구

대비 동거인 수가 증가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오즈비가 감소하는 것은 기

존 연구와 일치하였다[2, 5].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의 이용에 따른 매일 흡연자의 오

즈비가 낮았으며 특히 음주와 모바일⋅PC게임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결

과를 보였다. 매일, 간헐 흡연자 여성이 본 연구에 제시되지 않은 방법으

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을 수 있으나, 여성 과거 흡연자는 제시된 스

트레스 해소 수단의 이용 정도가 매일 흡연자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여

성 흡연자를 위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스포츠는 남성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여성에서는 유의하지 않

아 여성의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 관련 선행 연구 부재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Baghurst, T(2014)의 대학생의 스트레스 평가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의

기술을 배우는 것과 체력을 키우는 것, 근육 이완 체조 등을 통한 스트

레스 해소법은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3]. 신체 활동을

통한 흡연자의 금연 중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에 따르면 15개

의 문헌 중, 충분한 기간(1년)의 개입을 통한 연구는 1개에 불과했지만

신체 활동을 통한 금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39].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중증도 스트레스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

자와 달리 매일 흡연자와 간헐 흡연자는 고 스트레스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금연 교육 개발 시 청년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명상과 근육 이완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추

가 한다면 흡연자들의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금연을 지속

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의 음주는 남성과 여

성 모두 매일, 간헐, 과거 흡연자에서 이용 증가에 따른 오즈비가 유의하

게 높았으며 음주와 흡연 행태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

치하였다[2, 5, 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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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대한 효용과 흡연자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적으로 대

답할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률이 높았다. 기술 분석 결과의 흡연 효용에

대한 평균은 남성과 여성 매일 흡연자 모두 10점 만점의 4점 정도로, 효

용보다는 폐해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흡연의 폐해를 인식함에도 불구하

고 흡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Romer(2001)의 젊은 흡연자

는 객관적인 위험 인식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흡연 위험에 낙관적인 태도

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34]. 특히 흡연에 대한 효용은 매일

흡연자에서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 매일 흡연자가 폐해를 덜 인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험과 이익에 대

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인식을 조사한 Halpern-Felsher, B. L(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Halpern-Felsher, B. L(2004)는 현재 흡연자인 청

소년과 흡연 의향이 있는 청소년은 흡연 관련 폐해와 니코틴 중독에 대

해서는 덜 인식하고, 흡연 관련 이익을 더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3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지는 않았

으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흡연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 의도 결

정 요인 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상(high)층의 남학생은 흡연 의도가

흡연에 대한 효용과 관련이 있었고, 상층 여학생은 흡연의 폐해를 덜 인

지하면 흡연의 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36]. 비흡연자의 흡연자로

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흡연의 위해성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

고 이를 강조하는 흡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교

육기본통계에 따른 전국 2,358개의 고등학교 중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

진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흡연예방사업’대상 학교 수 2,179개로 약 92%

이상의 학교에서 흡연 예방,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학창 시절의 흡연 예방, 금연 교육의 기억 정도는 ‘대부분 기억이 난다’

가 남녀 모두 7%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아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재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흡연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긍정적이었으나 주변인

과 대부분의 견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흡연과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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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견해 차이를 다루는 선행 연구의 부재로 결과

비교가 불가능하였으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을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의

견해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 주위의 시선보다는 본인의 흡연

에 대한 욕구나 기호로 흡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흡연

과 흡연자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률이 높았

다. 특히 여성 매일 흡연자는 흡연과 흡연자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남성

매일 흡연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드러났으며, 인과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여성 흡연자는 흡연과 흡연에 대한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여성 비흡연자의 흡연 진입을 막고 여성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서는 흡연과 흡연자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대만, 타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에 대한 신념과 행동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의 중요한 예측 변수로 담

배 광고에 대한 노출을 보고하였으며,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담

배 광고의 잦은 노출은 현재 흡연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37]. 따라서 비흡연자의 흡연자 진출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에 등

장하는 흡연 광고와 흡연하는 장면을 금지해야 할 것 이다.

증가하는 젊은 여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 예방⋅금연 교육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관리와 흡연의 위해성 관련 지식의 평가와 미디어

의 담배 광고 및 흡연하는 장면의 감시와 평가가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강점은 첫째, 미래 흡연 인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 위주의 흡연자 연구에서 벗어나

성별에 따른 일반적 요인과 흡연 관련 요인의 흡연 상태별 영향을 알아

보았다. 둘째, 공개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국내 20대 여성 흡연자

300명을 분석하여 연구 검정력을 확보하였다. 셋째, 온라인 조사라는 익

명성이 보장된 측정 도구를 통해 공개적인 조사에서 여성 흡연자가 본인

의 흡연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였다. 넷째,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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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스트레스 해소 수

단, 흡연에 대한 효용과 이미지, 흡연과 흡연자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견해를 성별 차이로 접근하여 각 특성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성 흡연자를 위한 스트레스

조절 및 다양한 해소 수단을 개발하고, 흡연 관련 정확한 지식을 강조하

여 전달하며,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하는 흡연 광고와 흡연하는 장면을

금지하여, 청년 비흡연자의 흡연자 진출 억제와 청년 흡연자들의 금연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단면 연구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흡연 영향

요인을 인과 관계로 해석이 어려우며, 이후 매일 흡연자의 흡연 시작 연

령인 청소년 시기부터인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하여 흡연 상태 변화에 따

른 영향 요인의 인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생체 지표가 없기 때문에

과소보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후 생체 지표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 흡연자들의 확실한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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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중독되기 쉬운 특성상, 현재 비흡

연자의 흡연 예방과 현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계보건기구[10]에서는 흡연은 예방 가능한 건강행태 요인으로 분류하며

감시(surveillance)가 흡연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

한 실마리라고 말한다. 청년 시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지기 쉽

고, 이후 고도 흡연자(heavy smoker)가 될 확률이 높다[11]. 또한 흡연율

증가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적으로 감시하고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여성 흡연은 선진국 대비, 국내 남성 흡연율 대비 낮은 흡연율로 그

심각성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해 담배 규제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20

대 전후의 젊은 여성의 흡연율 증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세 전후

의 여성 흡연율은 평균 여성 흡연율보다 높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특정 사회 계층에 집중되지 않

고 보편화 된 남성 흡연과 달리 여성 흡연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집중되

어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일반적인 건강행태와도 연관되어 있다

[26]. 따라서 여성 흡연자에 대한 정책은 직접적인 흡연 예방, 금연 교육

정책보다 생활 전반적인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성 흡연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성별에 차별성을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여성 매일 흡연자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다양하지 않

았으며 음주와 모바일⋅PC게임을 주로 이용하였고 신체적 활동이 떨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남성 매일 흡연자는 흡연과 음주 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을 이용하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흡연

에 대한 개인적 효용이 높을수록, 흡연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매일 흡연자의 오즈비가 높았다. 특히 흡연에 대한 효용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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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흡연자의 오즈비 상승은 이미지에서의 매일 흡연자 오즈비 상승보

다 높아 흡연에 대한 개인적 효용이 흡연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흡연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는 긍정적

일수록 매일 흡연자일 확률이 높았으며, 객관적인 견해 역시 긍정적일수

록 매일 흡연자일 확률이 높았으나 주관적인 견해에 훨씬 못 미쳤다. 흡

연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20대 전후의 젊은 여성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서는 인구사회학적,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신체 활동 증진을 포함한 다

양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 개발과 이용 장려가 필요하며 흡연하는 장면의

노출을 줄여 흡연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적립을 막아야한다.

성 차별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자료가 확

보되어 젊은 여성 흡연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익명성의 보장과 같은 여성 흡연자가 보다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후 생물학적 지표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여성 흡연자의 흡연 상태 결정요인의 인과 관계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여성 흡연자에 대한 정책 개발에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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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oking behavior determinants

by gender difference: data from

‘In depth investigation of

smoking behavior among

Korean young adults’

Sohee Nam

Departmetn of Public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s: Unlike male smoking rates, which are decreasing

trends, female smoking rates have been at a standstill and smoking

rates are increasing in young female around their 20s. Female

smokers are more likely to hide smoking in public surveys because of

negative social awareness, so it is possible that they did not reflect

actual smoking rates. Female have been neglected from tobacco

control policies because historically most smokers were males.

However, male and female have different smoking behaviors an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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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known to be under the different influence by socio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factors.

Objectives: This study focus on female smokers in their 20s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smokers coming from the

comparison with male and non-smokers.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age degree of stress relieving tools, the

utility and image of cigarette smoking and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 in terms of views on smoking and lastly to lay the basic

data of tobacco control policy to reduce female cigarette smoking

rate.

Results: Female smokers have been more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factors than male smokers, especially, the diversity

of the tools for relieving stress has been reduced. Also the view of

female smoking and smokers are more positive than men smokers.

Conclusion: In a stagnant female smoking rat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ncourage various stress relieving tools as well as

socio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o reduce the smoking

rate of young women in their 20s who show an increasing smoking

tendency, besides positive image improvement for smoking and

smokers is needed.

Keywords: Young adults smoking, Gender differences, Stress

relieving tools, Smoking utility, Smoker image, View of smoking and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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