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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exposure and 

the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population was 1st grade high school adolescents (n = 1467, girls 22.2%) recruited from four high 

schools, two from Seoul, one from Kangleung and one from Woolsan. We obtained information on active smoking and 

ETS exposure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Results: The prevalence of active smoking was 6.9% in boys and 0.9% in girls.  Median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were 

19.5 μg/L (range, 0-2341 μg/L) among smokers, and 0 μg/L (range, 0-1359 μg/L) among nonsmokers. The positive rate 

of urine cotinine among nonsmokers exposed to ETS was 2.9%.  Boys were exposed to ETS in the order of frequency in 

PC room (79.6%), home (39.4%), school (11.5%), and public places (5.9%); girls were exposed in the order of frequency in 

home (40.9%), PC room (33.2%), public places (28.0%), and school (15.2%).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ETS exposure 

were significantly larger and longer in boys than in girls.  Boys contacted friends who smoked more than girls did (32.6% 

vs. 17.1%).  Parents’ smoking status was similar both in boys and girls.  Any information on ETS exposure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detectable urine cotinine among nonsmoking adolescents.   

Conclusion: Low positive rate of urine cotinine and no association of urine cotinine with various ETS exposure history re-

flect that urine cotinine may not be a good marker for ETS exposure in Korea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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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간접흡연은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을 유발시킨다

고 알려져 있으며1,2) 흡연자와 같이 거주하는 비흡연자의 경우 

폐암의 위험도가 20-30% 증가한다.3) 간접흡연은 태아의 발



Hae Reung Lee, et al: Urine Cotinine and Environmental Tobacco Exposure in Korean Adolescents

32  |  Vol. 30, No. 1 Jan 2009 Korean J Fam Med

Hae Reung Lee, et al: Urine Cotinine and Environmental Tobacco Exposure in Korean Adolescents

육을 억제하고,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일으킨다. 아동에서 폐

기능 저하, 상기도 감염, 중이염을 유발하며 성인에서는 심혈

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다.3,4) 간접흡연은 주류담배연기와 부류

담배연기로 이루어진다. 주류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셨

다가 뿜어낸 연기이고, 부류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담배를 들

고 있을 때,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주류

연보다 해로운 물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암모니아의 경

우 40-170배, nitrogen oxide의 경우 4-10배, 발암물질로 알려

진 benzene은 10배, N-nitrosoamine의 경우 6-100배, aniline의 

경우 30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한 부류담배연기는 입자

가 주류연보다 더 작아서 폐의 말단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5) 

현재까지 알려진 흡연의 생물학적 지표에는 호기 중 일산

화탄소, 혈액, 타액 및 요의 타이오사이안산염(thiocyanate), 니

코틴과 코티닌 등이 있다. 이 지표 중 니코틴은 담배에 특이적

인 물질로서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표이지만 반감기가 

1-2시간으로 짧아 흡연의 만성적인 노출을 검출하는데 부적

절하고, 검사방법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적인 검사로 시

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니코틴의 대사물질 중의 하

나인 코티닌은 반감기가 18-20시간으로 길어 만성 흡연자에

서 안정적인 농도를 보이기 때문에 흡연의 좋은 지표로 인정

되고 있다.6) 또한 니코틴이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될 때 pH

의 영향을 받는 반면 코티닌은 소변 양과 pH에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다.6) 코티닌은 혈액, 타액, 및 요에서 측정할 수 있으나 

비 침습적이면서 검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요 검체를 흔히 이

용한다.

외국에서는 설문지를 기초로 한 간접흡연과 요 코티닌 농

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고, 대부분 관련이 있다7-12)

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대학생이나 음식점 종

업원,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간접흡연과 요 코티닌 농도의 연

관성을 본 연구13-15)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설문조

사와 간접흡연의 생체학적인 지표인 요 코티닌을 측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 정도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2개, 강릉, 울산에서 각 1

개 고등학교 1학년 중 14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요 코티

닌 농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

으로 시행해야 하는 학생신체검사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

구 전에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안내문을 미리 배포하여 동의

서를 받았고 설문은 학생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

사는 훈련된 연구원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사전에 해당 고등

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 연구는 인제

대학교 상계백병원과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연구윤리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1. 설문조사
설문지에는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직접흡연 여부, 간접흡

연 노출 여부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고, 간접흡연에 대해서

는 노출 장소, 노출 빈도, 노출 시간, 흡연 친구와의 접촉 여부, 

부모님의 흡연 여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직접 흡연자는 설문지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

라도 핀 날이 1일 이상인 경우16)로 정의하였다. 간접흡연의 영

향을 받는 장소는 집, 학교, PC방,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

다. 간접흡연 노출 빈도는 영향을 받지 않음, 한 달에 1-2회, 일

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거의 매일로 나누어 조사하였

다.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영향 받지 않음, 하루 30분 미만, 하

루 30분에서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하루 2시

간에서 3시간 미만, 하루 3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간접흡연 노출원에 대해서는 흡연하는 친구와 접촉하는

지에 대한 정보와, 부모님의 흡연상태를 비흡연자, 과거흡연

자, 현재흡연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요 코티닌 농도
플라스틱 컵에 요 검체를 채취한 후 혈장 분리 관에 분주

하였다. 모든 검체는 채취 당일 검사 전까지 -70℃에서 냉

동보관 하고 한꺼번에 검사하였다. 시약은 Cotinine Enzyme 

Immunoassay (Diagnostic Reagents Inc., Fremont, CA, USA)를 사

용하였고, 502X Multiple Chemistry Unit (A&T Co., Tokyo, Japan)

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과정 및 정도 관리는 각 시약과 장

비 지침에 따랐다. 요 검체 35 μL에 코티닌에 대한 단 클론 항체

와 효소의 기질이 포함된 시약 125 μL를 반응시킨 뒤 코티닌이 

표지된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H) 효소 시약 

125 μL를 첨가하여 37℃에서 반응시킨 뒤 34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성별 및 흡연 여부에 따라 요 코티닌의 중간값과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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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요 코티닌 값의 분포를 알기 위

해 히스토그램을 제시하였다.  남녀간 간접흡연 노출 특성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요 코티닌 농도가 100 μg/L을 초과할 경우 간접흡연에 의

한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17) 설문지에서 본인이 비흡

연자라고 답한 대상자라도 요 코티닌이 100 μg/L을 넘으면 간

접흡연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비흡연군 1385

명 중 요 코티닌이 100 μg/L 이상인 남자 23명과 여자 4명을 제

외한 1358명을 대상으로 요 코티닌 값이 0인 대상자들과 요 코

티닌이 검출된 대상자 간에 간접흡연 노출 빈도, 간접흡연 노

출 시간, 간접흡연 노출 장소, 흡연 친구 유무, 어머니 흡연 여

부, 아버지 흡연 여부를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

다.  모든 통계에서 P < 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보았다.  통계분석은 Window용 SPSS ver. 1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결과

설문조사와 요 코티닌 검사를 마친 1467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가 되었다. 남자의 경우 비흡연군이 1063명(93.1%), 

흡연군이 79명(6.9%)이었고, 여자에서는 비흡연군이 322명

(99.1%), 흡연군이 3명(0.9%)이었다.  평균 나이는 남녀 모두 

15.7세였다. 요 코티닌의 중앙값은 남자 흡연군에서만 23 μg/L 

(범위, 0-2341 μg/L)이었고, 남자 비흡연군에서 0 μg/L (범위, 

0-1359 μg/L), 여자 비흡연군에서 0 μg/L (범위, 0-1287 μg/L), 

여자 흡연군에서 0 μg/L (범위, 0-1391 μg/L) 이었다. 

1. 흡연 여부와 요 코티닌 농도
흡연자에서의 요 코티닌의 중앙값은 19.5 μg/L (범위, 

0-2341 μg/L)이었으며, 비흡연자에서의 요 코티닌의 중앙값

은 0 μg/L (범위, 0-1359 μg/L)이었다. 흡연자의 요 코티닌 분

포는 정규분포를 하지 않았으며 요 코티닌이 0 μg/L인 경우가 

39명(47.6%)이었다(그림 1A). 비흡연자에서도 요 코티닌 분

포는 정규 분포하지 않았으며, 요 코티닌이 0 μg/L인 경우가 

1345명(97.1%)으로 요 코티닌 양성률은 2.9%이었다(그림 1B).

2. 성별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 특성(표 1) 
남자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장소는 PC방(79.6%), 집

(39.4%), 학교(11.5%), 길이나 공공장소(5.9%) 순이었다.  반면

에 여자는 집(40.9%), PC방(33.2%), 길이나 공공장소(28.0%), 

학교(15.2%) 순으로 남자에서와 차이를 보였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빈도는 남자의 경우 주 1-4회(58.9%)가 가장 많았고 

월 1-2회 이하(23.6%), 거의 매일(17.6%) 순이었고, 여자에서

는 주 1-4회(48.8%), 거의 매일(26.5%), 월 1-2회 이하(24.7%) 

순으로 성별에 따라 간접흡연 노출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간

접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은 남자에서 30분 미만(71.5%), 30

분-2시간(21.0%), 2시간 초과(7.5%) 순이었고, 여자에서는 30

분 미만(89.1%), 30분-2시간(9.0%), 2시간 초과(1.9%) 순으로 

남자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흡연하는 친구와 접촉하는 경우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유

의하게 많았다(32.6% vs. 17.1%).  그러나 어머니의 흡연 상태

와 아버지의 흡연 상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Figure 1.  Distribution of urine cotinine level in study subjects among smoking adolescents (n=82) (A) and nonsmoking  

adolescents with exclusion of subjects with urine cotinine of 0 (n=1,38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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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exposure history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ccording to sex in adolescents*.

Boys (n=1142) Girls (n=325) Total (n=1467) P-value†

Places that exposure to ETS happen

Home 334      (39.4) 97      (40.9) 431      (39.8) 0.678

PC room 791      (79.6) 67      (33.2) 858      (71.7) < 0.001

School 86      (11.5) 29      (15.2) 115      (12.2) 0.164

Street and public places 67       (5.9) 91      (28.0) 158      (10.8) < 0.001

Frequency of exposure to ETS 0.001

≤ 1-2/mo 264      (23.6) 80      (24.7) 344      (23.8)

1-4/wk 660      (58.9) 158      (48.8) 818      (56.6)

Almost daily 197      (17.6) 86      (26.5) 283      (19.6)

Duration of exposure to ETS < 0.001

< 0.5 h 798      (71.5) 287      (89.1) 1085      (75.5)

0.5-2 h 234      (21.0) 29       (9.0) 263      (18.3)

>  2 h 84       (7.5) 6       (1.9) 90       (6.3)

Contact with peers who smoke 365      (32.6) 55      (17.1) 420      (29.1) < 0.001

Mothers’ smoking 0.193

Current smoker 28       (2.5) 3       (0.9) 31       (2.1) 

Past smoker 11       (1.0) 2       (0.6) 13       (0.9)

Nonsmoker 1,088      (96.5) 318      (98.5) 1406      (97.0)

Fathers’ smoking 0.815

Current smoker 540      (48.0) 156      (48.3) 696      (48.1)

Past smoker 369      (32.8) 110      (34.1) 479      (33.1)

Nonsmoker 215      (19.1) 57      (17.6) 272      (18.8)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s from chi-square test for all variables. 
Missing data were included in each variable. 

3. 요 코티닌 양성 여부에 따른 간접흡연 노출특성(표 2)
비흡연군 중 요 코티닌이 100 μg/L 미만인 대상자 중에서 

요 코티닌 비검출군과 요 코티닌 검출군(양성군) 간의 간접흡

연 노출 특성을 비교하였다. 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요 코티닌 검출군과 요 코티닌 비검

출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9.6% vs. 38.5%, P=0.93).  마

찬가지로 PC방, 학교, 길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

출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요 코티닌 검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흡연의 노출 빈도, 노출 시

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흡연상태 등도 요 코티닌 검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하는 친구와 접촉하

는 비율은 요 코티닌 검출군에서 더 높았으나 유의수준에 도

달하지는 못했다(25.3% vs. 50%, P=0.05).  

고찰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에 노출시킨 뒤 요 코티닌

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13-15)가 있었으나, 청소년 연령의 인구집

단에서 간접흡연의 노출 특성과 요 코티닌 농도를 측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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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detectable urinary cotinine (cases) according to various ETS exposure characteristics among non-

smoking adolescents*.

Subjects with urine 
cotinine of 0 

(n=1345)

Subjects with 
detectable urine 
cotinine (n=13)

P-value†

Places that exposure to ETS happen

Home 391          (39.6) 5          (38.5) 0.93

PC room 769          (70.7) 10          (76.9) 0.62

School 105          (12.2) 2          (20.0) 0.46 

Street and public places 151          (11.2) 0 0.20

Frequency of exposure to ETS 0.93

≤1-2/mo 293          (22.1) 2          (16.7) 

1-4/wk 763          (57.5) 8          (66.7)

Almost daily 270          (20.4) 2          (16.7)

Duration of exposure to ETS 0.41

<0.5 h 1,020          (77.4) 7          (58.3)

0.5-2 h 225          (17.1) 5          (41.7)

> 2 h 73            (5.5) 0

Contact with peers who smoke 335          (25.3) 6          (50.0) 0.05 

Mothers' smoking 0.53

Current smoker 30            (2.3) 0

Past smoker 11            (0.8) 0

Nonsmoker 1,288          (96.9) 13        (100.0)

Fathers' smoking 0.41

Current smoker 631          (47.6) 6          (46.2)

Past smoker 441          (33.3) 7          (53.8)

Nonsmoker 254          (19.2) 0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s from chi-square test for all variables. 
Missing data were included in each variable. 

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연구 결과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

연 청소년의 요 코티닌 양성율은 2.9%로 낮은 편이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장소, 시간, 빈도, 가족의 흡연 여부는 요 코티

닌 양성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흡연하는 친구

가 있을 때 요 코티닌 양성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정도는 아니었다.  설문지로 조사한 간접흡연 노출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집이나 학교에서 간접흡연에 노

출되는 경우는 남녀 모두 비슷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PC방

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 길이나 공공장

소에서 노출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간접흡연 노출 시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여학생의 경우 약 90%

가 30분 이내의 간접흡연 노출을 보고하는 반면 남학생에서

는 노출시간이 더 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집, PC방, 공공장소 등에서 주로 간접흡연

에 노출되지만 노출 시간이나 빈도는 높지 않아 흡연의 생물

학적 지표인 요 코티닌 배설량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비

교적 간접흡연 노출이 낮은 점(남자 11.5%, 여자 15.2%),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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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PC방에서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되지만 PC방에 머무

르는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이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요 코티닌은 직접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데 도움

이 되는데, 특히 니코틴 의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

표이다.6)  두 군을 구분할 수 있는 절단값은 연구에 따라 다르

지만 20-100 ng/ml 로 알려져있다.17)  우리나라 성인에서 흡연

자 선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요 코티닌 검사는 민감도 97.6%, 

특이도 97.6%로 매우 높았으며, 이 때 직접 흡연자를 구분하

는 기준값은 20 ng/ml이었다.18) 그러나 청소년에서는 요 코티

닌 100 ng/ml 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감도 63.9%, 특이도 97.0%

로 민감도가 낮았으며 ROC 분석을 이용한 기준값은 6 ng/ml

이었다.19)  이는 흡연의 생물학적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요 코티닌 검사가 청소년의 직접 흡연 여부를 감별하는데 성

인에서만큼 유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SRNT) Subcommittee on Biochemical 

Verification의 보고6)에 따르면 인구집단 대상 연구에서 설문지

를 통한 자가 보고는 정확도가 높은 편이며 생화학적 검사를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담배에 대한 간접 노출을 정량화하기는 직접 흡연의 경우

보다 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간접흡연과 관련된 요 코티닌 

농도가 매우 낮고, 둘째, 같은 정도의 간접흡연에 노출되어도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 요 코티닌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셋째, 음식에 들어있는 니코틴 섭취량은 요 코티닌 농도에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을 구분하는 절단값으로 5-10 ng/ml이 제안된 바 있

으며, 어린이에서 코티닌 배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30 ng/

mg creatinine을 이용한 연구17)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

연에 대한 노출을 결정하는 특정 절단값을 구할 수 없어 요 코

티닌이 0을 초과하는 경우 요 코티닌 양성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요 코티닌 양성률이 낮고 간접흡

연의 특성이 요 코티닌 양성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요 코티닌은 청소년에서 간접흡연을 잘 반영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주로 집에서 가족에게 노출되는 간

접흡연과 요 코티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흡

연자일 때, 가족 구성원이 흡연자이면서 흡연량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요 코티닌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20) 부모와 청소

년의 요 코티닌 및 설문지를 동시에 조사한 연구에서 청소년

의 요 코티닌은 직접 흡연자, 간접흡연자, 비흡연자 순으로 낮

아졌으며, 부모의 흡연량에 비례하였다.21) 11-15세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흡연이 요 코티닌 농도와의 가장 

큰 관련 인자였고 요 코티닌 농도는 집에 있는 방의 개수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고, 한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가

하였다.22)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집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어머니의 흡연이 외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요 코티닌이 가정에서의 간접흡연을 잘 반영하였던 

외국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자 6.9%, 여자 0.9%로, 한

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2006년에 실시한 전국의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 결과 남자 고등학생 1학년 18.1%, 여학생 6.3%23)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가 특정 인문계 고등학교 학

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흡연자가 

비흡연자라고 거짓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성

인의 흡연습관은 니코틴의 항정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독

성이 높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중독성이 약하여 가끔 흡연자가 

많다.24) 이 연구에서도 흡연자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47.6%에

서 요 코티닌 농도가 0 μg/L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설문지를 작

성할 때 흡연자가 비흡연자라고 거짓 보고하였더라도 요 코티

닌이 상당수에서 0 μg/L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토마토, 감자, 피

망과 같이 흔한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코티닌 양이 하루에 

1-2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울 때 흡수되는 니코틴 양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25) 둘째, 요 코티닌 농

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니코틴 대사의 유전적 다형성을 고려

하지 않았다. Yang 등26)은 동일한 흡연을 하여도 요 중 코티닌 

수준의 차이를 들어 니코틴 대사의 유전적 다형성과의 관련

성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 있어서 유전자 다형성

의 빈도는 1.9%로 드물기 때문에27)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간접흡연에 노출된 후 요 코티닌을 

측정할 때까지의 시간을 설문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코

티닌은 니코틴에 노출 후 6시간 후에 최대한 급속히 증가하고 

12시간 동안 안정기로 유지하며 19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농도가 감소한다.28) 이 연구에서는 간접흡연 노출 후 얼마큼

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것이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oghlin 등29)은 간접흡연의 폭로 시간, 주위의 흡연자 수, 

흡연자로부터의 거리, 그 외 환기, 흡연 장소의 환경 등을 감

안한 가중치 등 4가지 항목을 조합하여 만든 refined hsp index

를 이용하여 1주일간 개인용 니코틴 모니터로 측정한 니코

틴의 로그치환 값을 98%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refined hsp 

index=(폭로 시간)×(흡연자 수)×(접근도)×(가중치), 접근도 

1: > 1.8 m, 2: 0.6-1.8 m, 3: < 0.6 m, 가중치 1: 주위에 흡연자를 볼 

수 없으면서 냄새가 없는 경우, 2: 흡연자를 볼 수 있거나 냄새

가 있는 경우, 3: 담배연기에 의한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 앞

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간접흡연 노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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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지를 개발한다면 좀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또 간접흡연 후 코티닌이 소변보다 모발에서 더 오랫동안 

검출되기 때문에 모발의 코티닌을 이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다양한 생물

학적 지표(모발 니코틴, 모발 코티닌, 타액 코티닌, 혈중 코티

닌, 요 코티닌)를 분석한 연구30)에서도 비흡연자에서 간접흡

연 노출과 비노출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는 모발 코티닌 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요 코티닌 농도만으로는 비흡연군의 높

은 코티닌 농도가 간접흡연에 의한 것인지 혹은 직접흡연자

가 설문지에 거짓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 이러

한 측면도 모발 코티닌을 측정한다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요약

연구배경: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

접흡연 노출 특성에 따른 요 코티닌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서울의 2개, 강릉, 울산에서 각 1개 인문계 고등학교 1학

년 1467명(여자 22.2%)을 대상으로 직접 흡연 및 간접흡연 노

출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요 코티닌 농도를 측정하였다. 성

별에 따라 간접흡연 노출 특성을 비교하고, 요 코티닌 양성률

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직접흡연율은 남자 6.9%, 여자 0.9%이었다. 요 코티닌은 

흡연자에서 중앙값 19.5 μg/L (범위, 0-2341 μg/L), 비흡연자에

서 0 μg/L (범위, 0-1359 μg/L)이었고 비흡연 청소년의 요 코티

닌 양성율은 2.9%이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장소는 남자에

서 PC방(79.6%), 집(39.4%), 학교(11.5%), 공공장소(5.9%) 순이

었고 여자에서 집(40.9%), PC방(33.2%), 공공장소(28.0%), 학

교(15.2%) 순이었다. 간접흡연 노출 빈도는 남자에서 주 1-4

회(58.9%), 월 1-2회 이하(23.6%), 거의 매일(17.6%) 순이었고, 

여자에서 주 1-4회(48.8%), 거의 매일(26.5%), 월 1-2회 이하

(24.7%) 순이었다.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남자에서 30분 미만

(71.5%), 30분-2시간(21.0%), 2시간 초과(7.5%) 순이었고, 여

자에서는 30분 미만(89.1%), 30분-2시간(9.0%), 2시간 초과

(1.9%) 순으로 남자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흡연하는 

친구와 접촉은 남자에서 더 많았고(32.6% vs. 17.1%), 부모의 흡

연 상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흡

연자에서 다양한 간접흡연 노출 특성은 요 코티닌 양성 여부

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비흡연 청소년의 요 코티닌 양성률이 낮고 간접흡연의 

특성이 요 코티닌 양성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 

코티닌은 청소년에서 간접흡연을 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단어: 간접흡연; 요 코티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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