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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association between dual-use of the electronic cigarette (EC) and 
conventional cigarette (CC) and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25 undergraduate students who were attending two universities located in Ulsan metropolitan city.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Nicotine dependence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ual-use group than in the single-use group. Dual-use of the EC and CC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quality of sleep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danger of dual use of the EC and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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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가 중심의 다양한 금연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으로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금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

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금연구역 확대는 

오히려 전자담배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1]. 전자담배는 건강한 담배라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과 함

께 금연보조제로 인식되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전자담배 시장

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2].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목적이 궐련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어 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중복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국내 

역시 19세 이상 남성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자의 약 85%가 

중복흡연자이며 궐련담배 단독사용은 줄어든 반면, 궐련담배

와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하

는 중복흡연자 수는 증가하였다[1].

국내 20대 남성 흡연율은 42.4%로 높으며, 20대는 대학생의 

비중이 크다[4].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벗어난 성인기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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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흡연에 제약 없이 허용되는 나이이며, 이들의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5]. 또한, 새로운 기술에 재빨리 반응

하고 관심이 있는 대학생에게 전자담배는 하나의 흡연 문화로 

자리 잡아 전자담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생의 

전자담배 실태를 연구한 결과 흡연자의 21%가 전자담배를 사

용하고 있었으며, 전자담배 사용자의 100%가 중복흡연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한편,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우울증, 불

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적으로 우울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이다[6]. 특히 대학생의 

우울 경험은 약 43%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대학생 시기의 우

울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학업과 진로 

선택의 어려움 및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떨

어뜨린다[7]. 또한,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만성적인 문제를 일

으킬 수 있기에 대학생의 우울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흡연은 우울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8,9]. 흡

연과 우울의 연관성에 관한 종단연구 148편을 고찰한 Fluharty 

등[10]은 고찰한 논문의 절반 정도가 우울이 시간이 지난 후 흡

연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3분의 1의 논문은 흡연

이 이후 우울을 발생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흡연과 우울 간의 양방향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학생들에게 건강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중복흡연을 우울에 영향력 있는 위험 인자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최근에 진행된 전자담배 흡연자와 관련 연구에서도 비흡

연자보다 우울의 위험도가 2배 더 높았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

에서 그 위험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또한, 중복

흡연자는 단일흡연자보다 2주 이상 지속되는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1]. 전자담배 사용량이 급

증하고 있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사용과 우울에 관한 연구가 일

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에 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생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을 의미하며 흡연에 대한 욕구를 보

여주는 지표이다[12]. 대학생 흡연자 94.4%가 흡연의 유해성

을 지각하고 있으나 금연에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니코

틴 의존도 때문이며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단 증상이 심

해져 금연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선행연구

결과 중복흡연자가 단일흡연자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

며 금연 의지는 낮았다[13]. 특히 전자담배 사용은 니코틴 부족

을 느끼게 하여 중복흡연을 야기시켜 체내 니코틴 농도가 높아

지고 니코틴 의존성도 함께 높아진다[3]. 대학생 대상으로 니

코틴 의존도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

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14]. 

수면은 인체 기능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여 신체적, 정신

적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업을 수

행하는 대학생에게 있어 중요하다[15]. 특히 대학생 시기의 수

면의 질 저하는 학업의 어려움, 활동성 감소, 주간 졸림, 피로 등

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무력감 등의 정서적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16]. 흡연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흡연을 통해 축적된 니코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불면

증 등의 발병률을 증가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17]. 흡연

자는 비흡연자보다 수면의 질이 낮았으며, 흡연량이 증가할수

록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다[18]. 또한, 대학생의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의 질 저하 군

의 우울 유병률이 대조군의 비해 4배 이상 높은 결과가 보고되

었다[19].

대학생의 건강생활 습관은 일생의 건강 수준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나 국내 대학생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이며, 금연

보다 오히려 전자담배 또는 가열 담배 등을 같이 사용하는 중복

흡연을 선택하고 있다. 중복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도 흡연 욕

구가 생기면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단일흡연자에 비해 금연 의

지가 낮으며 중복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3]. 국내 

대학생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중복흡연의 경우 국내 확산 속도에 비해 이러한 흡연 행태가 그

들의 건강문제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니코틴 의존

도, 수면의 질을 관련 변인으로 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

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

과 같다.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

성을 비교한다.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비교한다.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

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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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

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U 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중

간 효과 크기 .15, 예측변수 13개로 산정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89명이었으며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총 230명을 자료수

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불성실한 5부 제외하고 중복흡연군 

114명, 단일흡연군 111명으로 총 2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학년, 전공, 평

균 월 수입, 주거방식, 음주 상태(고위험 음주: 남자의 경우 7잔, 

여자의 경우 5잔 이상 /1회 음주 시), 운동 여부, 운동 빈도, 운

동 시간,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를 포함하였다. 흡연 관련 특성

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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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20]이 수정한 Fagerstrom 니

코틴 의존도 평가(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 도구를 Ahn 등[12]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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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음으로 구분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Ahn 등[12]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6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6이다. 

3)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ysse 등[21]이 개발한 수면의 

질 측정도구(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Sohn 등

[22]이 번안한 PSQI-K (the Korean version of the PSQI)를 사

용하였다.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재기, 수면 기간, 습관적 

수면의 효율성, 수면 방해, 약물 사용, 낮 동안 기능장애의 7개 

구성요소로 되어있다. 각 문항의 총합은 0점에서 21점까지이

며 Buysse 등[21]은 전체 PSQI 점수가 5점 미만이면 숙면

(good sleep), 5점 이상이면 비숙면(poor sleep)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9이다. 

4) 우울

우울은 Radloff [23]가 개발한 우울 도구(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Jeon과 

Lee [24]가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범위는 0~60점이

다. 0~15점은 정상, 16~20점은 경미한 우울, 21~24점은 중한 

우울, 25~60점은 심한 우울로 규정하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는 Jeon과 Lee [24]의 연구에서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4이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6일까지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No.: 1040968-A-2020-012)의 승인을 거친 후 진행하

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대학 내 흡연 부스(또는 흡연 구

역), 보건실을 방문한 대상자를 현장에서 직접 모집하는 방식

과 학생대표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기간, 진행절차, 

방법, 내용 등의 연구참여 안내문을 제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 주소 URL에 직접 접근하여 참여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설문지 첫 화면에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동일한 IP (Internet Protocol Address) 주소로는 

접속이 불가하도록 설정하였다. 설문 참여 후 답례품 증정을 

위해 받은 연락처 중 중복되는 연락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

인하여 중복참여를 방지하였으며, 연락처는 답례품 증정 후 삭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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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우선,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흡연 

관련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을 실시하였고,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

면의 질과 우울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중복흡연군과 단

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의 중복흡연 여부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연구대상자는 총 225명으로 중복흡연군이 114명, 단일흡연

군이 111명이었다.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일반적 특성

을 비교한 결과, 나이(x2=5.12, p=.024), 평균 소득(x2=21.21, 

p<.001),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x2=8.57, p=.036)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중복흡연군 20대 비율이 84.2%, 단일흡연

군 20대 비율이 93.7%였다. 평균 소득은 중복흡연군에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4%, 단일흡연

군에서 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6%였다.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는 중복흡연군에서 ‘조금 느끼는 편이다’로 응답

한 경우가 43.0%, 단일흡연군에서 ‘조금 느끼는 편이다’로 응

답한 경우가 61.3%였다(Table 1).

2. 중복흡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 비교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흡연 관련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초 흡연 시기(x2=25.82, p<.001), 흡연량(x2=15.88, 

p<.001), 금연 시도 여부(x2=16.87, p<.001), 1개월 이내 금연 

계획 여부(x2=4.48, p=.03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최초 흡연 시기는 중복흡연군에서 고등학생으로 응답한 경

우가 61.4%, 단일흡연군에서 대학생으로 응답한 경우가 42.3%

였다. 흡연량에서는 중복흡연군에서 11~20개비로 응답한 경우

가 47.4%, 단일흡연군에서 11~20개비로 응답한 경우가 57.7%

였다. 중복흡연군은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49.1%, 단일

흡연군은 75.7%였다. 1개월 이내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가 중복

흡연군은 27.2%, 단일흡연군은 40.5%로 나타났다(Table 2).

3.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 수면의 

질과 우울 비교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과 

우울의 평균 점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

은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도는 중복흡연군(3.94±2.54)이 단일

흡연군(2.73±1.9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4.01, 

p<.001), 우울은 중복흡연군(15.46±7.56)이 단일흡연군(11.49 

±7.9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84, p<.001) 

(Table 3). 

4.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해 중복흡연 여부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성별, 평상

시 스트레스 정도, 최초 흡연 시기, 흡연 기간,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수면의 질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때 중복흡연 여부, 성별, 평상시 스트레스 정도, 최

초 흡연 시기, 흡연 기간, 흡연량은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 결과 Durbin-Watson 값은 2.01로 자기

상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

성 가정도 만족하여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본 연구에

서 VIF 값은 1.16~3.80으로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F=9.68, p<.001),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 R2는 33.5%였다. 

분석결과, 대학생의 중복흡연은 우울에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β=.15, p=.015). 그 외에도, 스트레스 정도에서 많이 느끼

는 편이다(β=.22, p=.032),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다(β=.24, 

p=.004)와 수면의 질(β=.38, p<.001)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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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Dual-use Group and Single-use Group (N=225)

Variables Categories
Dual-use group

(n=114)
Single-use group

(n=111) x2 (p)
n (%) n (%)

Gender Male
Female

93 (81.6) 
21 (18.4) 

 96 (86.5) 
 15 (13.5) 

1.01
(.315)

Age 10s 
20s

18 (15.8)
96 (84.2) 

 7 (6.3) 
104 (93.7)

5.12
(.024)

Grade 1st
2nd
3rd
4th

35 (30.7) 
30 (26.3) 
40 (35.1) 
9 (7.9) 

 32 (28.8) 
 35 (31.5) 
 34 (30.6) 
10 (9.0) 

1.02
(.797)

Major Humanities
Natural science
Engineering 
Health and medical care
Arts/Sports

18 (15.8) 
12 (10.5) 
63 (55.3) 
6 (5.3) 

15 (13.2) 

10 (9.0) 
10 (9.0) 

 71 (64.0) 
 5 (4.5) 

 15 (13.5) 

3.00
(.558)

Monthly income
(10,000 won)

＜50
≥50 and＜100
≥100

39 (34.2) 
54 (47.4) 
21 (18.4) 

 65 (58.6) 
 43 (38.7) 
 3 (2.7) 

21.21
(＜.001)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Living alone
Dormitory

64 (56.1) 
35 (30.7) 
15 (13.2) 

 76 (68.5) 
 27 (24.3) 
 8 (7.2) 

4.15
(.125)

Drinking experience No
Yes

27 (23.7) 
87 (76.3) 

 23 (20.7) 
 88 (79.3) 

0.29
(.593)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Less than once a month
Once a month
2~4 times a month
2~3 times a week
More than 4 times a week

23 (20.2) 
21 (18.4) 
50 (43.9) 
15 (13.2) 
5 (4.4) 

 21 (18.9) 
 12 (10.8) 
 56 (50.5) 
 19 (17.1) 
 3 (2.7) 

3.82
(.431)

Drinking amount 
per time

Low risk drinking
High risk drinking

32 (28.1) 
82 (71.9) 

 23 (20.7) 
 88 (79.3) 

1.64
(.200)

Moderate physical 
activity

No
Yes

33 (29.0) 
81 (71.1) 

 39 (35.1) 
 72 (64.9) 

0.99
(.320)

Exercise frequency None
＜3 times/week
≥3 times/week

27 (23.7) 
37 (32.5) 
50 (43.9) 

 29 (26.1) 
 33 (29.7) 
 49 (44.1) 

0.27
(.874)

Exercise time ＜60 min/session
≥60 min/session

52 (45.6) 
62 (54.4) 

 54 (48.7) 
 57 (51.4) 

0.21
(.649)

Normal stress level Almost do not feel
Tend to feel a bit
Tend to feel much
Tend to feel very much

9 (7.9)
49 (43.0) 
39 (34.2) 
17 (14.9) 

 9 (8.1)
 68 (61.3) 
 25 (22.5) 
 9 (8.1)

8.57
(.036)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

도, 수면의 질 및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대학생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중복흡연군이 단일흡연군보다 니코틴 의존도

와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중복흡연자는 궐련담배와 함

께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더 자주, 더 많이 흡연하며 이로 

인해 전체 흡연량이 증가한다[25]. 흡연량의 증가는 니코틴 섭

취를 증가시켜 니코틴 중독을 야기하게 된다[3]. 또한, 혈중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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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Dual-use Group and Single-use Group (N=225)

Variables Categories
Dual-use group

(n=114)
Single-use group

(n=111) x2 (p)
n (%) n (%)

First smoking perio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0 (0.0) 
22 (19.3) 
70 (61.4) 
22 (19.3) 

4 (3.6)
26 (23.4)
34 (30.6)
47 (42.3)

25.82
(＜.001)

Smoking period (year) ＜5
≥5 and＜10
≥10

52 (45.6) 
54 (47.4) 
8 (7.0) 

52 (46.9)
44 (39.6)
15 (13.5)

3.11
(.211)

Amount of smoking
(per day)

≤10
11~＜20
21 ~＜30

34 (29.8)
54 (47.4)
26 (22.8)

42 (37.8)
64 (57.7)
5 (4.5)

15.88
(＜.001)

Trial of quitting smoking No
Yes

58 (50.9) 
56 (49.1) 

27 (24.3)
84 (75.7)

16.87
(＜.001)

Trial of planing to quit 
within one month

No
Yes

83 (72.8) 
31 (27.2) 

66 (59.5)
45 (40.5)

4.48
(.034)

Smoking cessa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No
Yes

97 (85.1) 
17 (14.9) 

88 (79.3)
23 (20.7)

1.30
(.255)

Table 3. Comparison of Nicotine Dependence,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Scores between Dual-use Group and Single-use 
Group (N=225)

Variables Group n M±SD t p

Nicotine dependence Dual-use group
Single-use group 

114
111

3.94±2.54 
2.73±1.94 

-4.01 ＜.001

Sleep quality Dual-use group
Single-use group 

114
111

6.65±2.98 
5.98±2.69 

-1.76 .080 

Depression Dual-use group
Single-use group 

114
111

15.46±7.56 
11.49±7.96 

-3.84 ＜.001

코틴 농도의 상승은 우울과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 Mo-

noamine oxidase B, 도파민 등의 영향을 미쳐 흡연자의 우울 

등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6]. 이로 인하여 

궐련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단일흡연자보다 중복흡연자가 

우울 정도가 높을 수 있다[1].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을 중복흡연

군과 단일흡연군으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중복흡연군(6.65±2.98)이 단일흡연군(5.98±2.69)보다 

수면의 질 점수가 높았다. Boddu 등[27]의 연구에서도 중복흡

연자 수면의 질 점수가 8.77로 궐련담배 흡연자(7.88), 전자담

배 흡연자(6.87)에 비하여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중복흡연

자는 단일흡연자보다 니코틴 섭취량의 증가와 더 많은 화학물

질의 추가로 수면장애를 일으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니코틴 의존도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아직 대학생

으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

문에, 우울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이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온 기존의 선행연구결

과와는 차이가 있다[14]. 선행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니

코틴 수준이 상승하면 슬픔이나 부정적인 기분에 대한 자기 치

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8], 그 반대로 단방향적 관계 이상의 

차원에서 흡연에 의한 니코틴 수준 상승과 우울증이 상호 간에 

호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 징후를 보이기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

작하며, 흡연에 의한 니코틴 수준의 상승이 우울로 이어졌는지 

또는 우울이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게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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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Dual-use of Cigarette on Depression (N=225)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VIF

(Constants) 6.44 2.28 2.82 .005 

Dual-use
 (ref: Single-use)

Dual-use 2.41 0.98 .15 2.46 .015 1.27 

Gender
 (ref: Female)

Male -1.30 1.28 -.06 -1.02 .311 1.16 

Normal stress level
 (ref: Tend to feel very much)

Almost do not feel
Tend to feel a bit
Tend to feel much

0.42 
3.95 
6.07 

1.70 
1.83 
2.10 

.03 

.22 

.24 

0.25 
2.16 
2.89 

.805 

.032 

.004 

3.80 
3.62 
2.39 

First smoking period
 (ref: College)

Middle school or lower
High school

-0.64 
0.11 

1.48 
1.17 

-.03 
.01 

-0.43 
0.09 

.664 

.927 
2.05 
1.81 

Smoking period (year)
 (ref:＜5)

5~＜10
≥10

-1.84 
-3.63 

1.06 
1.80 

-.12 
-.14 

-1.73 
-2.02 

.085 

.055 
1.48 
1.57 

Amount of smoking (per day)
 (ref:≤10)

11~＜20
21~＜30

-0.56 
-0.97 

1.13 
1.90 

-.04 
-.04 

-0.49 
-0.51 

.621 

.610 
1.69 
2.28 

Nicotine dependence -0.07 0.26 -.02 -0.25 .806 1.93 

Sleep quality 1.08 0.17 .38 6.50 ＜.001 1.18 

F=9.68, p＜.001, Adjusted R2=0.33

ref=reference group; B=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unstandardized coefficient;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와 우

울에 관하여 실제 생리적인 지표를 사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수면의 질이 우울에 영향 요인으로 파

악되었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수면

의 질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이고 수면의 질이 저하 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다[16]. Jung 등[19]의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 저하군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23.2%로 대조군의 6.8%에 비

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낮은 수면의 질은 우울 요인인 부정적 

감정, 슬픔, 실패감, 외로움, 우울 정서 등에 영향을 주며 이는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의미하며[16], 따라서 

대학생의 우울에 수면의 질이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흡연군의 니코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니코틴 의존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중복흡연이 대학생의 우울의 주요한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복흡연군이 우울증 의

사 진단이 있을 위험도가 비흡연군보다 2.87배 높았으며, 우울 

증상 유병률이 비흡연군보다 1.66배 높았다[28]. Lee와 Lee 

[29]의 연구에서 중복흡연군이 우울증과 자살률이 가장 높았

으며(중복사용: 37.6%, 전자담배 단독 사용: 33.3%, 궐련담배 

단독 사용: 33.0%, 비흡연: 23.4%) 전자담배 사용자 또한 비흡

연자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다. 또한, Kim 등[1]의 연구에

서는 중복흡연자가 더 많은 정신 사회적 위험요인을 가지며 중

복흡연자는 단독 궐련흡연자보다 스트레스와 우울을 느끼는 

비율이 약 1.8배 높았다. 흡연과 우울이 관련성이 있음은 선행

연구로 보고된 바 있고[1,11], 최근 문제시되는 전자담배에 관

한 연구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우울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29].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인 중복흡연이 대학생

의 우울에 의미 있는 영향요인임을 지지하고 있다. 향후 대학생 

대상으로 우울에 관한 연구 조사 시 흡연행태까지 포함하는 다

각적인 설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복흡연으로 인해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우울로 이어

지지 않도록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과 중복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보건교육내용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열담배와 전자담배

가 금연보조제의 역할이 아닌 또 다른 흡연임을 인식하고 전자

담배와 가열담배의 사용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돼

야 하며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상담 프로그램에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중복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이 1개의 광역시의 2개 

대학으로 한정되었고, 여대생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전체 대학

생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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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과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중복흡연과 우

울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

기 보고식 설문형식으로 진행되어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설계를 기반으

로 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 중

복흡연과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확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중복흡연이 우울에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는 중복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자

료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대학생 중복흡연군과 단일흡연군의 니코틴 의존

도, 수면의 질과 우울을 파악하고, 중복흡연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중복흡연군이 단

일흡연군보다 니코틴 의존도와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

며 대학생의 중복흡연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

었고, 그 외 수면의 질, 스트레스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 제한 없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여대생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연구자료로써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

성은 생리적, 심리적 요인으로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으며 금

단 증상도 심하다[30]. 이에 수면의 질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과 관련하여 중복흡연을 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로 중복흡연과 우

울 간의 원인적 연관 관계 확정이 어려우며 향후 종단적 연구 

시행이 필요하다. 

대학생 시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흡연에 대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많은 선행연구결과로 알 수 있

고, 가열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유해성 연구도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 우울에 있어서는 중복

흡연이 단일흡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생은 초기 성인기로 정서적 독립 및 사회적 독립을 시작하는 시

기로 달라진 학업 및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 성인으로서 가치

관 정립,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고민, 이성 교제 등과 같은 문제를 

당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울과 같은 정신

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애에 걸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학

생 우울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떠한 흡연 행

태이든 흡연은 정신건강에 영향 주며, 흡연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

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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