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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중복흡연을 하는 대학생

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 건강

증진에 기초 연구로 사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U 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 표본 추

출하였다. 총 225명을 연구 대상으로 중복흡연군 114명, 단일흡연군 111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나이, 평균 소득, 평

상시 스트레스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최초 흡연 시기, 흡연량, 금연 시도 여부, 1개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의 평균 차

이에서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은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수면의 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대학생의 중복흡연은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 수면의 질, 스

트레스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최초 흡연 시기가 빠르고 흡연량이 

더 많으며, 금연 시도 경험과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가 적었다. 또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중복흡연은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성인기가 시작되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상

태가 우울로 이어지지 않도록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해 중복흡연 위험성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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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가 중심의 다양한 금연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조

성되었고 금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금

연구역 확대는 오히려 전자담배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 전

자담배는 건강한 담배라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과 함께 금연보조제로 인식되면서[1,2] 

빠르게 성장했고, 전자담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3].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남성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년 2.0%에서 2018년 

7.1%로 3.5배 증가했으며[4] 국내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또한 11.8%로 상승했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목적이 궐련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어 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중복흡

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국내 역시 19세 이상 남성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

용자의 약 85%가 중복흡연자이며[7] 궐련담배 단독사용은 줄어든 반면, 궐련담배와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하는 중복흡연자 수는 증가하였

다[8].

국민건강영양조사(2014~2016년)에 따르면, 궐련담배와 전자담배 중복흡연자의 소변 

내 코티닌 수치는 1030.5ng/ml로, 궐련담배 단독흡연자 842.5ng/ml, 전자담배 단독

흡연자 119.5ng/ml보다 훨씬 더 높았다[9]. 미국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실태 보고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중복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중복흡연이 

단일흡연보다 더 많은 니코틴에 노출된다고 하였다[10]. 또한, 중복흡연을 하는 청소

년이 단일흡연을 하는 청소년보다 약물, 음주 등의 위험 행동률이 더 높았다[11]. 중

복흡연은 심혈관계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복흡연자는 대사증후군 유

병률이 비흡연자의 2.79배, 궐련담배 흡연자보다 1.57배 증가했으며,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었다[7].

국내 20대 남성 흡연율은 42.4%로 높으며, 20대는 대학생의 비중이 크다[12]. 대학

생은 청소년기를 벗어난 성인기로, 사회적으로 흡연에 제약 없이 허용되는 나이이며, 

이들의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13]. 또한, 새로운 기술에 재빨리 반응하고 

관심이 있는 대학생에게 전자담배는 하나의 흡연 문화로 자리 잡아 전자담배 사용량

이 급증하고 있으며[6] 전체 중복흡연자 중 대학생의 중복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4].

한편,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울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이다[15]. 

특히 대학생의 우울 경험은 약 43%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대학생 시기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대학생의 우울은 중요한 문

제이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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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영향력 있는 위험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흡연이 보고되고 있다[16]. 국내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우울 수준이 1.5배 이상 높

았고[17]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18] 흡연량이 증가 

할수록 우울 등의 정신건강문제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19]. 흡연 행태와 관련하여 전

자담배와 우울에 관한 국외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우울의 위험

도가 2배 더 높았으며, 이와 같은 연관성은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20]. 국내 연구 또한 이러한 국외 연구의 보고와 맥락을 같이한다. 김춘영 외

[7]의 연구에서 중복흡연자는 단일흡연자보다 2주 이상 지속되는 높은 스트레스와 우

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듯 흡연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니코틴이 뇌 신경전달 물질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한다[16,21,22]. 국내의 경우 흡연 행태와 우울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금연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을 의미하

며 흡연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대학생 흡연자의 94.4%가 흡연의 유해성

을 지각하고 있으나 금연에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니코틴 의존도 때문이며

[23],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단 증상이 심해져 금연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4]. 선행연구 결과 중복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단일흡연을 하는 청소년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금연 의지는 낮았다[25]. 특히 전자담배 사용은 니코틴 부

족을 느끼게 하여 중복흡연을 야기시켜 체내 니코틴 농도가 높아지고 니코틴 의존성

도 함께 높아진다[26]. 또한, 니코틴 의존도는 우울과의 관련성이 있다. 이지은 외[27]

는 대학생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

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김창수 외[28]의 연구에서는 니코틴 의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며,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성인 남성 대상 연구에서도 우울과 니코틴 의존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니

코틴 의존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다[29]. 

수면은 인체 기능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에

너지를 충전시켜 일 상생활과 학업을 수행하는 대학생에게 있어 중요하다[30]. 흡연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흡연을 통해 축적된 니코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발병률을 증가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31,32]. 선행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수면의 질이 낮았으며[33]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다[34]. 청소년 수면에 관한 연구에서는 불충분한 수면을 한 청소년이 수면을 

충분히 한 청소년보다 흡연 경험률이 1.4배 높았다[35].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수면

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36], 수면의 질 저하 군의 우울 유

병률이 대조군의 비해 4배 이상 높은 결과가 보고되었다[37]. 김민석 외[38]는 낮은 

수면의 질은 우울 요인인 부정적 감정, 슬픔, 실패감, 외로움, 우울 정서 등에 영향을 

주며 이는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성인 근로자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수면의 질이 높은 군에 비해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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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낮은 군에서 우울 유병률이 3.9배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는 수면의 질과 우

울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9].

대학생의 건강생활 습관은 일생의 건강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국내 대학생

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이며, 금연보다 오히려 전자담배 또는 가열 담배 등을 

같이 사용하는 중복흡연을 선택하고 있다. 중복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필요시 전자담

배의 사용으로 단일흡연자에 비해 금연 의지가 낮으며 중복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

식도 낮다[26]. 국내 대학생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중

복흡연의 경우 국내 확산 속도에 비해 이러한 흡연 행태가 그들의 건강문제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을 관련 변인으로 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1)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2)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비교한다.

3)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중복흡연

(1) 이론적 정의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현재 함께 사용하는 흡연을 중복흡연이라고 한다[40].

(2) 조작적 정의 

  궐련담배 외의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  

는 흡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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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 종류

(1) 궐련담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담배로 800~850도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형태의 담배 제    

품이다.

(2) 전자담배 

  담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하는 담배 제품이다. 

(3) 가열담배 

  특수하게 만든 담배로 전자기기를 이용해 300~350도로 가열하여 에어로졸로 흡입  

하는 형태의 담배 제품이다.

3) 니코틴 의존도 

(1) 이론적 정의 

  니코틴 의존도는 니코틴과 의존도의 합성어로 일상적 흡연 정도와 흡연 욕구의 정  

도를 말해주는 지표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니코틴에 지나치게 기대하는 경향을 의미  

하며 흡연을 중단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41,42].

(2) 조작적 정의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43]를 안희경 외[44]가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니코   

틴 의존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수면의 질

(1) 이론적 정의 

  수면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수면 시     

각성 횟수, 각성 후 다시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아침 기상 시 피로감      

또는 편안한 느낌 및 수면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포괄한다[4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uysse 외[46]가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를 조용원[47]이 번안한 Korean version of the PSQI(PSQI-K)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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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울

(1) 이론적 정의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    

치감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48].

(2) 조작적 정의 

  Radloff[49]가 개발하고 전겸구와 이민규[50]가 번역한 한국판 CES-D(20문항)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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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중복흡연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 그림과 함께 각종 금연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확대 등

의 다양한 금연 정책과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로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 

47.8%에서 2017년 38.1%로 감소하였다[51]. 2004년 국내 도입된 전자담배는 유해 

물질이 적고 위해 저감 효과가 있다는 담배 회사의 홍보로 인해 기존의 궐련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담배로 인식하게 되었다[26].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궐련

담배의 대체용품 또는 금연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금연을 원하지 않지만 권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다[52]. 이에 전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젊은 20~30대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률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5]. 국내 

전자담배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생이 포함되는 19~29세 성인 전자담

배 흡연율은 2013년 0.8%에서 2017년 4.3%로 약 5배 증가하였다[4]. 

  특히 2017년 출시된 가열담배는 국내 담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켰다. 건강한 담배

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열담배 기기에 대한 정책적 규제 미비를 이용하여 편의점 및 

전자담배 판매점, 가열담배 플래그십 스토어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판매 전략

으로 가열담배 시장은 성장했다[8]. 2019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궐련담

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비해 0.6% 감소했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7.8%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가열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 24.2% 증가했으며 가열담

배의 시장점유율 또한 11.6%로 지난해보다 2.3% 상승했다[5].

  이렇듯 전자담배, 가열담배 시장의 성장은 흡연자들의 흡연행태를 단일흡연에서 중

복흡연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건강과 금연의 전략으로 궐련담배 대신 선택한 전자담

배와 가열담배는 흡연 시 맛의 부족이나 만족감 저하로 인해 궐련담배와 함께 사용하

게 되었고[8,14] 금연 구역이 확대되었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전

자담배와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 조사에 따르

면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자 중 단독으로 사용하는 흡연자는 남자가 12%, 여자 

는 16%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전자담배와 궐련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중복흡연자였다[8]. 국내 대학생의 전자담배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 중 

21%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자담배 사용자의 100%가 중복흡연을 하고 

있었다[53]. 황준현 외[54]의 연구에서는 가열담배 사용자의 96.3%가 궐련담배를 함

께 사용하였고, 그중 48.73%는 궐련담배, 가열담배, 전자담배 3종을 모두 사용하였

다.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중복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0%로 조사되었

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복흡연율이 높았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간접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중복흡연율이 높았다[55]. 빈성오[56]의 연구에서는 최

초 흡연 연령 시기가 빠를수록, 흡연량이 많고 흡연 일수가 길수록 중복흡연율이 높

게 나타났다. 국외에서도 궐련담배 사용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



- 7 -

하고 있다[57].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궐련담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8]. 또한, 전자담배 경험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전자담배 흡연자의 대부분이 중복흡연을 하고 있다[59]. 국외 연구 

중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자와 중복흡

연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자담배 사용은 전체 담배 사용량을 증가시켰고, 전

자담배는 기존의 담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자의 담배 제품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60].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는 실제로는 금연 성

공이 아닌 중복흡연율이 증가하게 되었다[6]. 

2. 중복흡연의 건강영향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에게 급성 호흡기질환이 발생하

였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지에 대한 계

획을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가향 성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

다[61]. 전자담배 위험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FDA는 일부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보고한 바 있으며,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해 급성호산구성폐렴

(AEP)으로 폐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다[62]. 또한, 전자담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

근경색 발생률이 1.8배 높았으며[63] 전자담배 사용은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된 심

장 자율 신경 균형의 교감 우위 및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64]. 국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담배와 천식과의 연관성이 높

았으며,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천식 발생률이 2.7배 높았다[65]. 

국외 연구에서도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기관지 증상 발병률이 2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66].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열담배의 위험성을 연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 가열담배 제품인 IQOS와 궐련담배의 연기를 비교한 결과 IQOS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가 존재 하였다[67]. 2018년 6월 한국 식

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열담배 3종을 분석했고, 그 결과 2개 제품의 경우 

궐련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많았으며, 벤젠,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68]. 전자담배와 호흡기 증상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하는 중복흡연자가 호흡기 증상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69] 궐련담

배 흡연자와 중복흡연자의 비교 연구에서는 중복흡연자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6% 

더 높았다[70]. 흡연행태에 따른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가

열담배 사용자는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의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궐련담배와 

가열담배를 함께 사용할 때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1].   

  흡연량에서도 중복흡연자는 단일흡연자보다 담배 사용량이 증가했다. 국내 선행연

구에 따르면 중복흡연자의 하루 흡연량은 평균 17.1개비로, 궐련담배 흡연자 12.3개

비, 가열담배 흡연자 8.7개에 비해 1.39~1.97배로 많았고, 중복흡연자는 단일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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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이는 흡연을 중단한 확률이 낮음을 의미하며 중복흡

연률 증가는 금연율을 높이는데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8]. 또한, 중복흡연자는 전

자담배, 가열담배의 건강 위해 인지가 낮았으며 금연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복흡

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금연 의도가 낮았다[72]. 하지만 현재 국내 전자담배와 가열담

배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증가하고 있는 중복흡연으로 인체에 미

치는 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3. 흡연과 우울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 불안장

애 등의 정신 건강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그중 우울을 경험하는 성인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인 대학생의 우울 경험은 약 43%로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73]. 대학생 시기의 우울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

고 학업과 진로 선택의 어려움 및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린

다[74].

  담배가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인 니코틴은 흡연 시 뇌로 빠르게 흡수되어 하루 만에 

니코틴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지속적인 흡연은 혈중 니코틴 농도를 상승시키며 우울

과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Monoamine oxidase B, 도파민 등의 영향을 미쳐 

흡연자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16].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며, 니코틴 중독

으로 인해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연 시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불

안, 짜증, 우울 등의 금단 증상으로 흡연 욕구를 느껴 재흡연으로 이어지게 된다[16]. 

  흡연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이 흡연을 시작하

게 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거나 이와 반대로 흡연이 우울을 발병하는 영향 요인으

로 나타났다. 우울이 흡연을 시작하는 영향 요인으로 확인한 연구에는 대학생 흡연자

가 비흡연자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 흡연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5]. 미국 성인 중 심각한 심

리적 고통(SPD: 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이 있는 대상자의 흡연 관련 연구

에서 SPD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SPD가 있는 대상자의 궐련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

용 및 중복사용률이 더 높았으며, SPD가 없는 대상자는 매년 담배 사용이 전체적으

로 감소하였다[76]. 이지은 외[27] 연구에서 흡연 대상자들의 우울 점수는 최고 40점 

중 16.71±9.54로 경도의 우울이 보고되었고, 우울이 니코틴 의존도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국내 청소년의 흡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신건강 특성 중 우울이 보고되었고,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의 흡연 경험률

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1.72배 높았다[35]. 또한, 청소년의 우울 자체가 흡연 동

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흡연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우울은 

흡연 시작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77].

  흡연이 우울을 발병하는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 우울 점수가 흡연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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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점, 비흡연군은 11.28점으로 흡연군의 우울 점수가 더 높았고[78] 성인 대상 연

구에서도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2.606배 높았다[79]. 변해원[80] 연구에

서는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우울과의 관련성이 약 

1.4배 높았다. 국내 흡연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비흡연군, 과거흡연

군, 현재 흡연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비흡연군에 대비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군이 우울, 스트레스, 자살 생각에 관한 위험률이 각각 1.93배, 1.66배, 

2.02배로 높은 결과를 보고했다[81].

  전자담배 또한 우울과 관련이 있다[82]. 국민건강영양조사(2016)자료를 활용해 우울 

여부와 전자담배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에서 전자담배 경험군이 비경험

군보다 우울 증상의 위험도가 1.71배 높게 나타났다[83]. 국외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우울 발병률이 2.1배 높았고[84], 전자담배 사용은 정신건강 

악화와 관련이 있으며, 여성에서 연관성이 더 크며 중복흡연을 하는 대상자가 정신건

강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5]. 청소년 대상 비흡연자, 궐련담배 흡연자, 

전자담배 흡연자, 중복흡연자 간 우울과 자살에 관한 연구결과 우울 비율은 중복 흡

연자(37.6%)에서 가장 높았고 전자담배 흡연자(33.3%), 궐련담배 흡연자(33.0%), 비

흡연자(23.4%) 순이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중복흡연 시 우울증, 자살 관념, 자살 

계획(각각 34.2%, 16.1%, 7.0%)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경우 

자살 시도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5.9%)[21].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흡연이 우울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우울과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

  대학생 흡연자의 94%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연이 힘든 이유

는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이다[23,86]. 니코틴 의존도는 니코틴과 의존도의 합성어로 

강한 흡연 욕구가 일어난 상태이며 흡연에 대한 중독 정도를 나타낸다[41]. 중독물질

인 니코틴은 하루 만에 내성이 나타나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신체적, 정신적 상

황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흡연을 하고, 흡연 중단 시 혈중 내 니코틴 농

도가 낮아지면서 불안, 우울, 짜증, 예민 등의 금단 증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금단 증

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흡연하게 된다[87,88]. 흡연자들은 담배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니코틴 금단 증상일 뿐 흡연함으로써 

니코틴 의존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 수반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 따르면 니

코틴 의존도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보고 하였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 우울 유

병률이 2배 정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89]. 이는 니코틴의 신경생리학적 영향으로 

흡연이 우울을 발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금연 시 금단 증상으로 우울이 나타날 수 

있다[90]. 국외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경험한 청소년은 낮은 수

준의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인 청소년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3배 이상 높았으며, 우울

과 니코틴과 유의하게 연관성을 보고했다[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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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의 중요한 결정인자로 건강과 안녕에 중요한 요소이다[38,92]. Pilcher 외[45]는 수면

은 수면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 중 깨어난 횟수 등과 같은 양적 지표와 수

면의 깊이, 자고 난 후 느끼는 휴식의 정도, 수면에 대한 만족 등과 같은 질적 지표

가 있으며, 이 두 측면은 서로 관련이 있고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이 건강, 삶의 

만족, 우울과 같은 정서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양질의 수면은 건강과 안위를 증진

하는 반면, 수면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 및 

일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3]. 특히 대

학생 시기의 수면의 질 저하는 학업의 어려움, 활동성 감소, 주간 졸림, 피로 등의 신

체적 문제와 불안, 우울, 무력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93]. 하지만 대

학생 시기는 중장년층과 비교해 건강을 위협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

에 수면의 질을 간과하여 건강상의 위험이 야기 될 수 있다. 수면의 질은 우울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면의 질이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의 우울 

발생률이 3.9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94].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과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5,96]. 청소년의 경우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97]. 청소년 비숙면자의 우울 수준이 숙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시간은 8시간 미만일 때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수면 시간이 증가

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이렇듯 낮은 수면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수면의 질과 우울은 신체적, 정신적 안녕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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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U 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 추출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방법을 위한 연구 대

상자 산출 시, 중간 효과의 크기=0.15, 유의수준=.05, 검정력=.95, 예측변수 13개로 

연구 대상자를 산출하였을 때 최소 189명이었으며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총 

230명을 자료수집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설문 응답 230부 중 불성실한 5부 제외하고 

중복흡연군 114명, 단일흡연군 111명으로 총 2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전공, 평균 소득, 주거방식, 음주 

상태(고위험 음주: 남자의 경우 7잔, 여자의 경우 5잔 이상 /1회 음주 시[98]), 운동 

여부,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를 포함하였다. 흡연 관련 특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

배 종류, 최초 흡연 시기, 흡연 기간, 흡연량, 금연 시도 여부, 1개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 금연교육 또는 금연상담 경험 여부이다.

2)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는 Heatherton 외[43]가 수정한 Fagerstrom 니코틴 의존도 평가

(FTND: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도구를 안희경 외[44]가 번역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평가 도구는 니코틴 의존도를 반영하며, 금연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고 니코틴 

의존도 점수에 따라 니코틴 대체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0~3점 낮음, 4~6점 중등도 

높음, 7~10점 매우 높음으로 구분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안희경 외[4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69이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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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6이다. 

3) 수면의 질

대학생들의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 수면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PSQI는 성인의 수면의 질과 패턴을 효과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로 Buysse 외[46]에 의해 개발되고 조영원[47]이 번안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재기, 수면 기간, 습관적 수면의 효율성, 수면 방

해, 약물 사용, 낮 동안 기능장애와 같은 7개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전혀 없었다’ 0점, ‘주 1회 미만’ 1점, ‘주 1~2회’ 2점, ‘주 3회 이상’ 3점으

로 측정하며 각 문항의 총합은 0점에서 21점까지이다. Buysse 외[46]는 전체 PSQI 

점수가 5점 미만이면 숙면(good sleeper), 5점 이상이면 비숙면(poor sleeper)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3이었고 조용원[47]의 연구에서 

.79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9이다. 

4)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49]가 개발한 우울 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 

Sudies-Deprrsion, CES-D)를 전겸구와 이민규[50]가 수정한 자가 보고형 우울 도구

(CES-D)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범

위는 0점~60점이다. 0~15점은 정상, 16~20점은 경미한 우울, 21~24점은 중한 우울, 

25~60점은 심한 우울로 규정하고 있다[49].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전겸구, 이민규[5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로 울산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1040968-A-2020-012) 승인을 거

친 후 진행하였다. U 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대학 내 흡연 부스(또는 흡연 구역), 보건실을 방문한 대

상자를 현장에서 직접 모집하는 방식과 학과 학생대표의 협조를 통한 모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생 대표에게는 연구목적과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학

과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

에 한해 흡연실, 강의실, 보건실 등에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에는(예. 코로나 19 악화 등)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연구목적 및 연구 진행방

법 및 과정, 자발적 연구 참여 여부 결정, 연구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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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 익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 참여시 보상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첫 화면에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

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동일한 IP(Internet 

Protocol Address) 주소로는 접속이 불가하도록 설정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

에게 소정의 선물(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선물 제공 후에 이메일 또는 휴대전

화 정보를 즉각 삭제하고 모든 설문 완료 후 웹 설문지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1)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흡연 관련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

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2)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비교하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3)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4)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익명성 유지를 위해 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이며 임의로 ID를 부여하여 저장하

였다. 연구 참여 후 소정의 선물(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전화번호

는 제공 직후 폐기하였다. 연구 책임자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료 보관은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드라이브에 잠금장치로 보

안을 유지하고 비밀번호는 연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3

년 후 즉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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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복흡연군 단일흡연군 χ²

(p)n(%) n(%)

전체 114(100.0) 111(100.0)

성별
남자 93(81.6) 96(86.5) 1.01

(0.315)여자 21(18.4) 15(13.5) 

나이
10대 18(15.8) 7(6.3) 5.12

(0.024)20대 96(84.2) 104(93.7)

학년

1학년 35(30.7) 32(28.8) 

1.02
(0.797)

2학년 30(26.3) 35(31.5) 

3학년 40(35.1) 34(30.6) 

4학년 9(7.9) 10(9.0) 

전공

인문계열 18(15.8) 10(9.0) 
3.00

(0.558)자연계열 12(10.5) 10(9.0) 

공과계열 63(55.3) 71(64.0) 

<표 1>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N=225)

Ⅳ. 연구결과

1.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연구 대상자는 총 225명으로 중복흡연군이 114명, 단일흡연군이 111명이었다. 중복

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나이(χ²=5.12, p=0.024), 평균 소

득(χ²=21.21, p<.001),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χ²=8.57, p=0.03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나이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복흡연군은 20대, 10대 

순으로 응답이 각각 84.2%, 15.8%로 나타났으며, 단일흡연군은 20대, 10대 순으로 

응답이 각각 93.7%, 6.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χ²=21.21, p<.001)에서는 중복

흡연군은 50만원~100만원,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순으로 응답이 각각 47.4%, 

34.2%,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일흡연군은 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100

만원 이상 순으로 응답이 각각 58.6%, 38.7%, 2.7%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스트레

스 정도(χ²=8.57, p=0.036)에서는 중복흡연군은 조금 느끼는 편이다, 많이 느끼는 편

이다, 대단히 많이 느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순으로 응답이 각각 43.0%, 34.2%, 

14.9%, 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일흡연군은 조금 느끼는 편이다, 많이 느끼는 편

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대단히 많이 느낀다 순으로 응답이 각각 61.3%, 22.5%, 

8.1%, 8.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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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5(4.5) 보건의료계열

예체능 15(13.2) 15(13.5)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9(34.2) 65(58.6) 
21.21

(<.001)50만원-100만원 54(47.4) 43(38.7) 

100만원 이상 21(18.4) 3(2.7) 

현재 주거방식

본가 64(56.1) 76(68.5) 
4.15

(0.125)자취 35(30.7) 27(24.3) 

기숙사 15(13.2) 8(7.2) 

최근 음주 여부
아니요 27(23.7) 23(20.7) 0.29

(0.593)예 87(76.3) 88(79.3) 

음주 빈도

한 달에 1번 미만 23(20.2) 21(18.9) 

3.82
(0.431)

한 달에 1번 정도 21(18.4) 12(10.8) 

한 달에 2-4번 50(43.9) 56(50.5) 

일주일에 2-3번 정도 15(13.2) 19(17.1) 

일주일에 4번 이상 5(4.4) 3(2.7) 

1회 음주량
저위험 음주 32(28.1) 23(20.7) 1.64

(0.200)고위험 음주 82(71.9) 88(79.3) 

중등도 신체활동 
운동 여부

아니요 33(29.0) 39(35.1) 0.99
(0.320)예 81(71.1) 72(64.9) 

운동 횟수

0회 27(23.7) 29(26.1) 
0.27

(0.874)3회 미만/주 37(32.5) 33(29.7) 

3회 이상/주 50(43.9) 49(44.1) 

운동량
60분 미만/회 52(45.6) 54(48.7) 0.21

(0.649)60분 이상/회 62(54.4) 57(51.4)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9(7.9) 9(8.1)

8.57
(0.036)

조금 느끼는 편이다 49(43.0) 68(61.3) 

많이 느끼는 편이다 39(34.2) 25(22.5) 

대단히 많이 느낀다 17(14.9)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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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복흡연군 단일흡연군 χ²

(p)n(%) n(%)

전체 114(100.0) 111(100.0)

최초 흡연 시기

초등학생 0(0.0)   4(3.6)

25.82
(<.001)

중학생 22(19.3) 26(23.4)

고등학생 70(61.4) 34(30.6)

대학생 22(19.3) 47(42.3)

흡연 기간

5년 미만 52(45.6) 52(46.9)
3.11

(0.211)5년-10년 54(47.4) 44(39.6)

10년 이상 8(7.0) 15(13.5)

흡연량

10개비 이하/일 34(29.8) 42(37.8)
15.88

(<.001)11∼20개비/일 54(47.4) 64(57.7)

21∼30개비/일 26(22.8) 5(4.5)

금연 시도 여부
아니요 58(50.9) 27(24.3) 16.87

(<.001)예 56(49.1) 84(75.7)

1개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

아니요 83(72.8) 66(59.5) 4.48
(0.034)예 31(27.2) 45(40.5)

금연교육 및 금연 
상담 경험 여부

아니요 97(85.1) 88(79.3) 1.30
(0.255)예 17(14.9) 23(20.7)

<표 2>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 비교

(N=225)

2. 중복흡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 비교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초 흡연 시기(χ

²=25.82, p<.001), 흡연량(χ²=15.88, p<.001), 금연 시도 여부(χ²=16.87, p<.001), 1개

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χ²=4.48, p=0.03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초 흡연 시기에서는 중복흡연군은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응

답이 각각 61.4%, 19.3%, 19.3%, 0.0% 나타났으며, 단일흡연군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응답이 각각 42.3%, 30.6%, 23.4%, 3.6%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량에서는 중복흡연군이 11~20개비, 10개비 이하, 21~30개비 순으로 응답이 각각 

47.4%, 29.8%, 22.8%로 나타났으며, 단일흡연군은 11~20개비, 10개비 이하, 21~30

개비 순으로 응답이 각각 57.7%, 37.8%, 4.5%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흡연군은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49.1%, 단일흡연군은 75.7%였다. 1개월 이내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가 중복흡연군은 27.2%, 단일흡연군은 4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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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n 평균
표준
편차

t p

니코틴 의존도
중복흡연군 114 3.94 2.54 

-4.01 <.001
단일흡연군 111 2.73 1.94 

수면의 질
중복흡연군 114 6.65 2.98 

-1.76 0.080 
단일흡연군 111 5.98 2.69 

우울
중복흡연군 114 15.46 7.56 

-3.84 <.001
단일흡연군 111 11.49 7.96 

<표 3>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 점수 비교

(N=225)

구분
중복흡연군 단일흡연군 χ²

(p)n(%) n(%)

전체 114(100.0) 111(100.0)

니코틴 의존도 낮음 53(46.5)   79(71.2) 17.805

<표 4>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 비교

(N=225)

3.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 비교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의 평균 점수 차이를 알

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니코틴 의존도(t=-4.01, p<.001)와 우울(t=-3.84, p<.001)은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도는 중복흡연군

(3.94±2.54)이 단일흡연군(2.73±1.9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우울은 중복

흡연군(15.46±7.56)이 단일흡연군(11.49±7.9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χ²=17.805, p<.001)와 우울(χ²=12.123, p<.001)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도는 중복흡연군에서 낮음, 중등도 높음, 매우 높음 순으로 각각 46.5%, 

32.5%, 21%로 나타났으며, 단일흡연군에서는 낮음, 중등도 높음, 매우 높음 순으로 

71.2%, 23.4%, 5.4%로 나타났다. 우울은 중복흡연군에서 정상, 경도 이상 우울 순으

로 58.8%, 41.2%로 나타났으며, 단일흡연군은 정상, 경도 이상 우울 순으로 80.2%, 

1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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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높음 37(32.5) 26(23.4)
(<.001)

매우 높음 24(21.0) 6(5.4)

수면의 질
숙면 27(23.7) 31(27.9) 529

(.467)비숙면 87(76.3) 80(72.1)

우울
정상 67(58.8) 89(80.2) 12.123

(<.001)경도 이상 우울 47(41.2) 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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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중복흡연군
(n=114)

단일흡연군
(n=111) t p

M SD M SD

성별
남자 14.71 7.49 10.67 7.68 -3.66 <.001 

여자 18.76 7.14 16.73 7.95 -0.80 0.428 

나이
10대 16.28 7.43 9.14 6.54 -2.22 0.036 

20대 15.30 7.61 11.64 8.04 -3.30 0.001 

학년

1학년 14.63 6.42 12.38 8.99 -1.19 0.239 

2학년 15.20 8.23 9.31 7.30 -3.05 0.003 

3학년 16.53 8.66 11.76 7.15 -2.55 0.013 

4학년 14.78 3.38 15.30 8.30 0.18 0.858 

전공 인문계열 15.44 6.92 14.00 10.17 -0.45 0.658 

<표 5>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N=225)

4.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는 표 5와 같다.

성별은 남자의 경우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t=-3.66, p=<.001). 나이는 10대(t=-2.22, p=0.036), 20대(t=-3.30, p=0.001)에서 중

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년은 2학년(t=-3.05, 

p=0.003)과 3학년(t=-2.55, p=0.013)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은 공과계열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t=-4.00, p<.001) 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

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다(t=-3.42, p=0.001). 주거방식은 본가에서 사는 경우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2.86, p=0.005), 최

근 음주 경험 여부에서는 아니오(t=-2.70, p=0.009)와 예(t=-3.00, p=0.003)의 응답 

모두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 빈도는 

주 2~3번 정도의 경우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t=-4.23, p<.001), 고위험 음주 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

게 높았다(t=-3.97, p=<.001). 중등도 신체활동 운동 여부는 아니요(t=-2.56, 

p=0.013)와 예(t=-2.88, p=0.004) 응답 모두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

이 높았고, 운동 횟수는 0회(t=-2.19, p=0.033), 3회 미만(t=-2.68, p=0.009), 운동량

은 60분 미만(t=-3.71, p=<.001)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

하게 높았다.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t=-2.55, p=0.021), 조금 

느끼는 편이다(t=-3.53, p=0.001))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

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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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열 14.00 3.52 10.10 6.23 -1.85 0.079 

공과계열 16.19 8.69 10.66 7.29 -4.00 <.001 

보건의료계열 11.33 6.02 11.40 10.33 0.01 0.990 

예체능 15.20 5.85 14.67 9.45 -0.19 0.854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16.28 6.69 11.12 7.87 -3.42 0.001 

50만원-100만원 14.52 6.18 12.26 8.30 -1.49 0.140 

100만원 이상 16.33 11.49 8.33 4.93 -1.17 0.254 

현재 주거방식

본가 15.28 7.32 11.53 8.06 -2.86 0.005 

자취 16.17 8.70 12.15 7.35 -1.93 0.058 

기숙사 14.53 5.87 8.88 9.45 -1.78 0.089 

최근 음주 여부
아니요 15.70 6.38 10.61 6.93 -2.70 0.009 

예 15.38 7.92 11.72 8.23 -3.00 0.003 

음주 빈도

한 달에 1번 미만 15.65 6.84 11.67 8.38 -1.73 0.090 

한 달에 1번 정도 15.95 7.48 12.33 12.69 -0.90 0.381 

한 달에 2-4번 14.58 8.10 11.98 7.29 -1.74 0.085 

일주일에 2-3번 정도 16.80 7.49 8.26 2.54 -4.23 0.001 

일주일에 4번 이상 17.20 7.43 18.00 14.18 0.11 0.918 

1회 음주량
저위험 음주 15.59 6.59 13.87 10.89 -0.68 0.504 

고위험 음주 15.40 7.94 10.86 6.94 -3.97 <.001

중등도 신체활동 
운동 여부

아니요 16.18 7.04 11.33 8.72 -2.56 0.013 

예 15.16 7.78 11.57 7.57 -2.88 0.004 

운동 횟수

0회 16.22 7.01 11.28 9.58 -2.19 0.033 

3회 미만/주 17.14 9.15 11.91 6.88 -2.68 0.009 

3회 이상/주 13.80 6.24 11.33 7.73 -1.75 0.083 

운동량
60분 미만/회 16.33 7.33 10.83 7.88 -3.71 <.001 

60분 이상/회 14.73 7.73 12.11 8.05 -1.81 0.073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10.89 3.48 7.00 2.96 -2.55 0.021 

조금 느끼는 편이다 13.51 5.15 9.72 6.11 -3.53 0.00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7.31 7.71 15.12 9.48 -1.01 0.315 

대단히 많이 느낀다 19.24 11.40 19.22 11.02 0.00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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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중복흡연군 단일흡연군

t p
M SD M SD

최초 흡연 시기

중학생 이하 12.32 4.84 10.57 7.93 -0.98 0.330

고등학생 15.70 8.13 10.91 7.88 -2.84 0.005 

대학생 17.82 7.10 12.49 8.08 -2.65 0.010 

흡연 기간

5년 미만 17.35 8.43 12.40 8.91 -2.90 0.005 

5년-10년 14.20 6.59 11.25 7.31 -2.10 0.038 

10년 이상 11.63 4.53 9.00 5.82 -1.11 0.281 

흡연량

10개비 이하/일 16.59 7.87 12.48 8.46 -2.17 0.033

11∼20개비/일 16.06 7.93 10.95 7.84 -3.50 0.001

21∼30개비/일 12.73 5.74 10.00 4.74 -1.00 0.327

금연 시도 여부
아니요 15.14 7.51 12.96 10.19 -1.11 0.272 

예 15.79 7.66 11.01 7.10 -3.78 <.001

1개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

아니요 15.37 7.92 11.88 8.12 -2.65 0.009 

예 15.68 6.63 10.91 7.76 -2.79 0.007 

금연교육 및 금연 
상담 경험 여부

아니요 15.57 7.85 11.15 7.79 -3.84 <.001 

예 14.82 5.81 12.78 8.64 -0.84 0.405 

<표 6>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N=225)

5.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는 표 6과 같다.

최초 흡연 시기가 고등학생(t=-2.84, p=0.005)과 대학생(t=-2.65, p=0.010)인 경우 중

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흡연 기간은 5년 미만

(t=-2.90, p=0.005)과 5년~10년(t=-2.10, p=0.038)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량은 10개비 이하(t=-2.17, p=0.033)와 11~20개비

(t=-3.50, p=0.001)에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금연 시도 여부는 예로 응답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3.78, p=<.001), 1개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에서는 아니요(t=-2.65, 

p=0.009)와 예(t=-2.79, p=0.007)의 응답 모두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우울 수

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 경험 여부는 아니요(t=-3.84, p=<.001)

로 응답한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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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B SE β t p VIF1)

(상수) 6.436 2.280 - 2.82 0.005 -

중복흡연
중복 2.413 0.980 0.151 2.46 0.015 1.271 

단일 (reference) - - - - - -

성별
남자 -1.297 1.277 -0.060 -1.02 0.311 1.160 

여자 (reference) - - - - - -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

조금 느끼는 편이다 0.420 1.696 0.026 0.25 0.805 3.801 

많이 느끼는 편이다 3.952 1.833 0.224 2.16 0.032 3.623 

대단히 많이 느낀다 6.071 2.099 0.243 2.89 0.004 2.385 

거의 느끼지 않는다 
(reference)

- - - - - -

최초
흡연 시기

중학생 이하 -0.642 1.477 -0.034 -0.43 0.664 2.054 

고등학생 0.107 1.173 0.007 0.09 0.927 1.811 

대학생 (reference) - - - - - -

흡연 기간

5년-10년 -1.842 1.064 -0.115 -1.73 0.085 1.475 

10년 이상 -3.628 1.797 -0.138 -2.02 0.055 1.569 

5년 미만 (reference) - - - - - -

흡연량
11∼20개비 -0.560 1.132 -0.035 -0.49 0.621 1.692 

21∼30개비 -0.970 1.901 -0.042 -0.51 0.610 2.275 

(N=225)

6.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

하게 나온 중복흡연, 성별,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 최초 흡연 시기, 흡연 기간, 흡연

량,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9.68, p<.001),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은 37.36%이었다. 분산팽창계수(VIF)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VIF 값이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대학생의 중복흡연은 우울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β=0.151, p=0.015). 그 외에도, 스트레스 정도에서 많이 느끼는 편이다(β

=0.224, p=0.032),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다(β=0.243, p=0.004)와 수면의 질(β

=0.384, p<.001)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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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미만 (reference) - - - - - -

니코틴 의존도 -0.066 0.258 -0.019 -0.25 0.799 1.927 

수면의 질 1.077 0.166 0.384 6.50 <.001 1.179 

F=9.68, p<.001, R²=0.3736

주1)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 24 -

Ⅴ.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대학생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중복흡연자는 궐련담배와 함께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더 자주, 더 많이 

흡연하며 이로 인해 전체 흡연량이 증가한다[8,99]. 흡연량의 증가는 니코틴 섭취를 

증가시켜 니코틴 중독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혈중 니코틴 농도의 상승은 우울과 관

련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 Monoamine oxidase B, 도파민 등의 영향을 미쳐 흡연

자의 우울 등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이로 인하여 궐련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단일흡연자보다 중복흡연자가 우울 정도가 높을 수 있다[91].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을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으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Buysse 외[47]가 제시한 5점 기준으로 볼 때 중복흡연군의 경우 수

면의 문제가 있는 비숙면의 비율이 76.3%, 단일흡연군 72.1%로 중복흡연군의 비숙면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복흡연자가 수면의 질이 더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는 것이다. Boddu 외[100]는 중복흡연자가 궐련담배 흡연자(7.88), 전자담

배 흡연자(6.87)보다 PSQI 점수가 8.77로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중복흡연자

는 단일흡연자보다 니코틴 섭취량의 증가와 더 많은 화학물질의 추가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니코틴 의존도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아직 대학생으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울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 선행연

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28,29]. 선행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니코틴 수준이 상

승하면 슬픔이나 부정적인 기분에 대한 자기 치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101], 그 

반대로 단방향적 관계 이상의 차원에서 흡연에 의한 니코틴 수준 상승과 우울증이 상

호 간에 호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02]. 대부분 사람

들은 우울 징후를 보이기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며 흡연에 의한 니코틴 수준의 

상승이 우울로 이어졌는지 또는 우울이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게 하는지 여부는 여전

히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전적, 심리학적 요인 등이 흡연과 우울의 발현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다[103]. 그러므로 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에 관하여 실제 

생리적인 지표를 사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수면의 질이 우울에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수면의 질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이고 수면의 질이 저

하 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다[36,38]. 권미형[104]의 연구결과 대학생의 우울에 수

면의 질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수현 외[37]의 연구에서는 수

면의 질 저하군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23.2%로 대조군의 6.8%에 비해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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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현정[97]의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비숙면자의 우울점수가 숙면자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우울

에 수면의 질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개선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울 수준이 높

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니코틴 의존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중복흡연이 대학생의 우울의 주요한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복흡연군이 우울증 의사진단이 있을 위험도가 비흡연군보다 2.87배 

높았으며, 우울증상 유병률이 비흡연군보다 1.66배 높았다[105]. 이예지 외[21]의 연

구에서 중복흡연군이 우울증과 자살률이 가장 높았으며(중복사용: 37.6%, 전자담배 

단독 사용: 33.3%, 궐련담배 단독 사용: 33.0%, 비흡연: 23.4%) 전자담배 흡연군도 

비흡연자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다. 또한, 김춘영 외[7]의 연구에서는 중복흡연자

가 더 많은 정신 사회적 위험요인을 가지며 중복흡연자는 단독 궐련흡연자보다 스트

레스와 우울을 느끼는 비율이 약 1.8배 높았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흡연과 우울이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고, 최근 문제시되는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에서도 전자

담배 흡연이 우울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82].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중복흡연이 단일흡연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향후 대학생 대상으로 우울에 관한 연구 조사 시 흡연행

태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설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복흡연으로 인해 초

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우울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복흡연의 위

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효과적인 금연 상담을 위해 대상자의 우

울과 같은 심리 상태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이 1개의 광역시의 2개 대학으로 한정되었고, 

여대생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전체 대학생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자기 보고식 설문형식으로 진행되어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복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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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나이, 평균 소득, 평

상시 스트레스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최초 흡연 시기, 흡연량, 금연 시도 여부, 1개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의 평균 차

이는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은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수면의 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대학생의 중복흡연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 수면의 

질, 스트레스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U 광역시 2개 대학교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 모집으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과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중복흡연과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성별 제한 없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여대생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연구 자료

로써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생리적, 심리적 요인으로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으며 금단증상도 심하

다. 이에 수면의 질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중복흡연을 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중복흡연과 우울 간의 원인적 연관 관계 확정이 

어려우며 향후 종단적 연구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가열담배와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의 역할이 아닌 또 다른 흡연임을 인식하

고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사용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흡연예

방 교육과 금연상담 프로그램에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중복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을 도입해야 한다. 

  대부분 흡연자는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담배회사의 저타르, 마일드, 순한 등의 덜 해로움을 강조한 홍보로 인해 전자

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선택하였으나 기존의 궐련담배와 함께 사용하는 중복흡연자가 

되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단일흡연, 중복흡연의 선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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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이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의 중복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담배 또는 가

열담배의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복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대학생 시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흡연에 대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로 알 수 있고, 가열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유

해성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하며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적고 흡연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문

제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대학생의 흡연행태 및 건강에 관한 관심

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 우울에 있어서는 중복흡연이 단일흡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로 정서적 독립 및 사회적 독립

을 시작 하는 시기로 달라진 학업 및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 성인으로서 가치관 정

립,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고민, 이성 교제 등과 같은 문제를 당면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애에 걸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학생 

우울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떠한 흡연 행태든 흡연은 정신건강에 영

향 주며, 흡연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뿐

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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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동의 설명문

• 본 연구는 흡연행태에 따라 단일흡연자와 중복흡연자를 구분하여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는 연구입니다.

• 본 연구에 예상되는 참여 기간은 IRB 승인을 받을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 수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30명입니다.

• 본 연구는 설문조사이므로 예견되는 위험 및 부작용은 없으며 만일 질문지 작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에게 알려주시기 주시면 이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을 유지하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자를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는    

   연구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책임 하에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장에 보관하며,  

   컴퓨터에 저장되는 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자 이외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시 파일 삭제 및 파쇄를 통해 영구폐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기프티콘)을 증정할 것이며 연구  

   대상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서면을 통해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연구에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부 록

부록1. 설문지



- 36 -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대학생 흡연행태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설문은 논문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지의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컴퓨터  

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절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문항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작성해 주  

시며,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9월

                          연구자: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김희진

  

* 본 설문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 담당자: 김희진   

  e-mail : oh_hj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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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시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2.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        )세

3.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        ) 학년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공과계열   □ 보건의료계열  □ 기타(        )

5. 귀하의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ex, 용돈, 아르바이트 수입 등)

   (        ) 만원

6. 귀하의 현재 주거 방식은 무엇입니까?

   □ 본가     □ 자취      □ 기숙사     □ 기타(        ) 

7. 최근 음주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7-1.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한 달에 1번 미만    □ 한 달에 1번 정도

   □ 한 달에 2-4번       □ 일주일에 2-3번 정도  □ 일주일에 4번 이상

7-2. 1회 음주량은 얼마입니까? (소주는 1병에 7잔 , 맥주는 1캔에 1.6잔) 

      (        ) 잔 

8. 최근 10분 이상, 숨이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의 운동을 한적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8-1.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합니까? 주 (        )회

8-2. 1회 운동 시 운동량은? 1회 (        )분

9. 평상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많이 느끼는 편이다

  □ 조금 느끼는 편이다     □ 거의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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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흡연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일반담배 (궐련담배)   □ 전자담배 

   □ 가열담배 (ex 아이코스, 릴, 글루등)  

   □ 기타 (스누스, 씹는담배, 가향담배 등)

2. 처음 흡연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3. 지금까지 총 흡연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년 (        )개월

4.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5.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금연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6. 자발적으로 금연교육 또는 금연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Ⅲ. 니코틴 의존도 평가

1. 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 10개비 이하    □ 11~20개비    □ 21~30개비    □ 30개비 이상

2.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 5분 이내    □ 6분~30분 사이    □ 31분~1시간   □ 1시간 이후

3. 금연구역( 도서관, 극장, 병원 등)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 예     □ 아니요

4. 하루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 아침 첫 담배     □ 그 외의 담배

5. 오후와 저녁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 예     □ 아니요

6.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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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평소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시      분

2. 매일 밤, 당신은 잠이 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렸습니까?                  분

3. 일반적으로 당신은 평소 아침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시      분

4. 당신이 밤에 실제로 잠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 말고 잠자는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시      분

5. 지난 한달 간, 아래의 이유로 잠자는 데 

   얼마나 자주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 혀 
없었다

주 1회
미  만

1~2회  
/주

주 3회 

이  상

a. 취침 후30분 이내에 잠들 수 없음 □ □ □ □

b. 한밤중이나 새벽에 깸 □ □ □ □

c.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남 □ □ □ □

d. 숨쉬기가 불편함 □ □ □ □

e. 기침을 하거나 시끄럽게 코를 곯음 □ □ □ □

f. 너무 춥다고 느껴짐 □ □ □ □

g. 너무 덥다고 느껴짐 □ □ □ □

h. 악몽을 꿈 □ □ □ □

i. 통증이 있음 □ □ □ □

j.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입해 주세요.

( 이유는?                                       )

위에 기입한 이유들 때문에 잠자는 데 얼마나 자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 □ □

Ⅳ. 수면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1달(4주) 동안 당신의 일상적인 수면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달 동안 대부분의 일상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에 V 표시 혹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 매우 좋음                      □ 상당히 좋음 

   □ 상당히 나쁨                    □ 매우 나쁨

7.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잠이 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약을 복용했습니까?

    (처방약 또는 약국에서 구입)

   □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 한 주에 1~2번 정도            □ 한 주에 3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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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운전하거나, 식사 때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졸음을 느꼈습니까?

   □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 한 주에 1~2번 정도            □ 한 주에 3번 이상

9.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일에 열중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 전혀 없었다                   □ 매우 조금 있었다 

   □ 다소 있었다                   □ 매우 많이 있었다

10.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같은 잠자리에 자거나 집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 같은 잠자리에 자거나 집을 같이 쓰는 사람이 없다 

   □ 집에 다른 방을 쓰는 사람이 있다.  

   □ 방을 같이 쓰지만 같은 잠자리에서 자지 않는다.

   □ 같은 잠자리에 자는 사람이 있다                                             

▶ 만일 같은 방을 쓰거나 같은 잠자리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난 한 달  

   간, 당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a) 심하게 코골기

   □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 한 주에 1~2번 정도           □ 한 주에 3번 이상

b) 잠잘 때 숨을 한동안 멈추고 다시 숨쉬기

   □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 한 주에 1~2번 정도           □ 한 주에 3번 이상

c) 잠잘 때 다리를 갑자기 떨거나 흔들기

   □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 한 주에 1~2번 정도           □ 한 주에 3번 이상

d) 잠자다가 잠시 시간, 장소,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함

   □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 한 주에 1~2번 정도           □ 한 주에 3번 이상

e) 잠자는 동안 다른 뒤척거리는 행동들이 있었으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 한 주에 1~2번 정도           □ 한 주에 3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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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극  히 

드  물  다

(1 회 이 하  

  / 주 )     

가 끔

있 었 다

(1~2 회

  / 주 )

종 종

있 었 다

(3~4 회  

  / 주)

대 부 분

그 랬 다 

(5일이상  

  /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

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0 1 2 3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0 1 2 3

4.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5. 비교적 잘 지냈다. 3 2 1 0

6. 상당히 우울했다. 0 1 2 3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0 1 2 3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 

한다.
3 2 1 0

11.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3 2 1 0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마음이 슬펐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0 1 2 3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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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Dual Use of 

Electronic-Cigarette and Conventional Cigarett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Hee Jin, Ki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 Jin Hwa, Lee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use of electronic-cigarettes and 

conventional cigarettes, as university students dual-use of the two types of 

cigarettes increase, this study conducted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at 

examined the effects of dual use of the cigarettes of university students on 

depression and attempted to be used as a basic research for their health 

promotion.

  In order to select the research subject,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located in U metropolitan city were sampled with convenience 

sampling. Of the 225 subjects, 114 were in the group of dual-use of the 

two types of cigarette (dual-use group) and 111 in the group of single-use 

of one type of cigarette (single-use group).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September 10 to 26, 2020, a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SPS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wo-sample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ual-use group and the single-use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average income, and normal stress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irst smoking period, the amount of smoking, trial of quitting smo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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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of planing to quit within one month.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an difference between nicotine 

dependence,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f the two groups, the nicotine 

dependence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ual-use group 

than in the single-use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leep quality.

  Third, it was found that dual-use of the cigarette in university students 

affected depression, and sleep quality and stress affected depression.

  Consequently, the first smoking period of the dual-use group was faster, 

the amount of smoking was higher, and the of quitting smoking and the 

plan to quit smoking were less than the single-use group. In addition, the 

dual-use group had higher nicotine dependence and depression levels than 

the single-use group, and the dual-use of the cigarette was identified as a 

factor affecting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on the risk of double smoking as 

well as preventing smoking or quit smoking so that the mental health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who start their adulthood does not lead to 

depres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the 

harmfulness of electronic-cigarette or conventional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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