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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에서 흡연 시작과 금연에 관여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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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revalence of current cigarette smoking is the net result of different processes over the entire life course, 

namely initiation, continuation and cessation of smoking.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indicators with initiating and quitting smoking among South Korean men. 

Methods: We analyzed a total of 2,798 men aged 25-64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2005. Odds ratios (ORs) with 95% confi dence intervals (CIs) for smoking initiation and cessa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ere calculated with logistic regression. Socioeconomic position was 

measured by education, occupation, income and marital status. 

Results: Greater rates of ever initiation of smoking were observed among lower educated men (OR = 1.51; 95% CI = 1.09-

2.09) after controlling for other socioeconomic factors. Independent associations were found among men who performed 

manual labor (OR = 1.55; 95% CI = 1.12-2.14). After simultaneous adjustment for socioeconomic factors, lower likelihood 

of quitting smoking was detected among men who were in the middle third and the lower third income group (OR = 0.72; 

95% CI = 0.55-0.92, OR = 0.60; 95% CI = 0.46-0.79, respectively), who performed manual labor (OR = 0.66; 95% CI = 0.50-

0.86) or who were not married (OR for never-married = 0.65; 95% CI = 0.42-0.99 and OR for divorced or widowed = 0.56; 

95% CI = 0.36-0.87, respectively). 

Conclusion: For Korean men, educational attainment was a strong predictor of ever initiating smoking, however, smoking 

cessation was independently related to income and marital status. To be effective, tobacco control interventions should 

consider these different social determinants in initiating and quitting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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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흡연은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예방 가능한 원인의 하

나로 잘 알려져 있다.1) 흡연의 악 향에 대한 정보 확산과 국

가 및 민간 단체의 금연 운동 노력으로 흡연율(특히 성인 남

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5년 국민건강 양조

사에 의하면2)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2.3%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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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세계에서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흡연양상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부분

의 선진국에서 남 · 녀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로 교육수준3,4)이나 직업5,6)

을 사용할 때 동일한 양상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에서 소득수준7,8)과 직업, 교육수준8,9)에 따른 흡연율 격차가 

존재한다. 흡연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

등에 기여한다. 우리나라 남성에서 절대적 사망률 불평등의 

약 30% 정도가 소득수준 간 흡연율의 불평등에 기인하고,10) 30

세 이상 남녀에서 상대적 사망률 불평등의 10% 정도가 흡연으

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11) 우리나라는 1995년에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금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

지만 금연과 관련된 비가격정책이나 담배가격정책 모두는 사

회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2) 여러 가지 금

연정책의 시행 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흡

연에서의 상대적 · 절대적 불평등 크기는 2004년 담뱃세 인상

으로 그 증가 속도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증가 양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8) 

국내외에서 수행된 흡연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현재 흡연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흡연

은 흡연의 시작과 지속, 금연의 세 단계가 종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현재 흡연의 불평등은 흡연 시작에서의 불평등과 

금연에서의 불평등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13)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흡연 시작 위험이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

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13-16) 흡연 시작의 정의는 연구자

마다 달라, 처음 1개비를 흡연 한 경우,13,16) 1년 이상 거의 매일 

흡연 한 경우15) 등으로 다양하 다. 20-24세에서의 흡연을 흡

연 시작의 대리 변수로 사용한 연구9)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흡연 시작의 불평등을 보고한 연구는 없다. 금연 단

계에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13-15,17)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연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7) 하지만 흡연 시작과 금연 중 어떤 단

계가 현재 흡연의 불평등에 더 큰 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는 없다.

여러 연구에서 흡연의 시작이나 금연의 불평등에 대한 사

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교육수준을 사용하 다.14,16,17) 교육수

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매개하고 개인의 건강행태를 결정하는 지식과 기술 수준을 

반 하는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18) 그러나 직업이나 소

득수준 같은 성인기에 성취한 사회경제적 위치 역시 건강행

태와 관계가 있다. 작업 조건과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행태와 

접하게 관련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은 특정 건강행태의 접

근성에 직접적인 향력을 행사한다.19) 우리나라 사망 불평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

준은 모두 총 사망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20) 더구나 흡연에 있어서도 흡연 시작 불평등과 금연 불평

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는 다를 수 있다. 동유럽에

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흡연 시작 위

험은 교육수준과 직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금연 성공 가능성

은 소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따라서 여

러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동시에 이용하여 흡연의 시작과 

금연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이들이 각 흡연 단계와 얼

마나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 남성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

치 지표에 따른 흡연 시작률과 금연비를 분석하고, 둘째, 여러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중에서 흡연 시작과 금연 불평등과 관

련성이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흡

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

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1. 연구 자료 및 대상자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05년에 실시된 국민건강 양조

사 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및 양 

상태와 보건의식행태를 파악하는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자 표

본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건강 조사(면접

과 검진조사)와 양조사 두 부문으로 크게 구분된다. 조사대

상은 전국단위 표본으로 추출된 13,000여 가구의 약 40,000명

이지만 보건의식행태조사, 건강검진조사 등은 이들 중 일부

분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05년 4월 

1일에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조사 모집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된 조사구이다. 국민건강 양

조사의 1차 추출단위인 표본조사구 추출방식은 층화 집락계

통추출법이다. 즉, 표본배분을 위해서 지역층(7개 광역시, 경

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6개 도)의 행정구역(동/읍•

면)과 주거종류(아파트/일반주택)을 층화 기준으로 하여 층

화한 후에 각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한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 다. 이어서 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방식으로 20가구씩 표본 가구를 선정하

다. 그리하여 전체 13,345 표본가구(통합조사구 4,478가구, 

비통합조사구 8,867가구)가 선정되었다. 성인 보건의식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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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개인의 자가기재를 원

칙으로 하여 조사내용은 성인의 자가기재용 설문항목들로 개

발되었다. 성인 보건의식행태조사의 완료율은 92.7% 고, 대

상자 8,417명 가운데 총 7,802명이 응답하 다. 조사대상자의 

조사불참 사유는 거절, 장기출타, 늦은 귀가, 빈집 등이 대부

분이었다. 이 중 연구 대상 연령인 25-64세는 남성 2,799명, 여

성 3,240명으로 총 6,039명이었다. 여성은 흡연자의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해 검정력이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고 남성 2,79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2. 분석 변수
1) 독립 변수

기초 인구학적 특성으로 나이군은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의 네 군으로 나누었고, 결혼상태는 기혼군

과 미혼군, 이혼이나 별거 및 사별의 세 군으로 나누었다.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의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 다. 교육수준은 교육받은 기간을 기준

으로 하여 9년 이하, 10-12년, 12년 초과의 세 군으로 분류하

다. 직업은 비육체노동자, 육체노동자 및 기타의 세 가지로 분

류하 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1)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

무종사자를 비육체노동자로 분류하 고, (5) 서비스종사자, 

(6) 판매종사자, (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8) 기능

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 

단순노무종사자를 육체노동자로 분류하 다. 무직과 군인, 

퇴직, 학생 등은 기타로 분류하 다. 소득수준은 객관적 비교

를 위하여 가구원수를 보정한 등가소득을 이용하 다. 월 가

구소득에 대한 응답결과를(가구원수)0.5로 나눈 등가소득을 

삼분위로 나누어 상위 삼분위소득군, 중간 삼분위소득군, 하

위 삼분위소득군으로 하 다.

그 외 주요 혼란 변수인 알코올 섭취량을 보정하기 위해 

남자 성인의 하루 섭취 기준량인 30 g을 기준으로 비음주군, 30 

g/일 이하 섭취군, 30 g/일 초과 섭취군의 세 군으로 나누었다. 

2) 결과 변수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라 평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고 대답한 사람을 평생 흡연자로 정의하 다.21) 

평생 흡연자 중 현재 흡연자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피운다고 대답한 사람으로, 

과거 흡연자는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으로, 금연자는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으로 정의하 다. 흡연의 시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

다 달랐으며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매일 적어도 1개비 이상 흡

연을 시작한 경우를 흡연의 시작으로 정의하 다.22) 금연비는 

평생 흡연자 중에서 금연자의 비로 계산한 것으로 평생 100개

비 이상의 흡연을 경험한 사람 중 조사 시점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를 나타낸다.7, 9,14,15) 이 연구에서의 흡연 시작률

과 금연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흡연 시작률(%)=매일 적어도 1개비 이상 흡연을 시작한 

사람 ÷ 전체 대상자 × 100

금연비(%)=금연자 ÷ 평생 흡연자 × 100

설문 이외에 실제 흡연 여부를 알 수 있는 생화학적 검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분석 방법
층화 집락계통추출법에 의한 자료이므로 국민건강 양

조사 자료에서 제시한 보건의식행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하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별 흡연 

시작률과 금연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별 흡연 시작률과 

금연비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계산하 다. 연령 보

정 교차비와 교육수준과 직업, 소득수준, 결혼상태, 음주량을 

모두 보정한 다변량 보정 교차비를 제시하 다. 통계 프로그

램은 SPSS ver. 14.0을 사용하 다.

결과

표 1에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현재 흡연 상태

를 나타냈다. 총 대상자 2,798명의 평균 나이는 41.6세 다. 조

사 대상자의 85.0%가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중 32.3%

가 금연을 하 고 현재 흡연율은 55.5% 다. 연령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낮았으며,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흡연율

의 차이(대체로 낮은 사회계층에서 흡연율이 높은 경향)가 나

타났다. 기혼군에 비하여 미혼 및 기타군의 흡연율이 높은 양

상이었고, 음주량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1. 흡연 시작률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흡연 시작률과 교차비는 표 

2에 제시하 다. 전체 흡연 시작률은 85.0% 다. 

25-34세 연령군과 비교했을 때 35-44세와 45-54세, 

55-64세 연령군에서 흡연 시작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각각 

1.53 (95% 신뢰구간;1.17-2.00), 1.65 (1.24-2.21), 1.17 (0.86-

1.60)이었으며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음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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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정한 교차비는 각각 1.19 (0.84-1.69), 1.17 (0.80-1.73), 

0.82 (0.52-1.28)로 통계적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12년 초과 학력군과 비교했을 때 10-12년 학력군에서 흡

연 시작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2.30 (1.78-2.96)이었고 연령

과 결혼상태, 직업, 소득수준, 음주량을 모두 보정한 교차비는 

1.51 (1.09-2.09)으로 나타났다. 9년 이하 학력군에서 흡연 시

작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1.57 (1.13-2.20)이었으나 다변량 보

정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사라졌다. 그림 1은 교육수

준에 따른 나이군별 흡연 시작률을 도식화한 것이다. 25-34세

에서 12년 초과 학력군의 흡연 시작률이 75.8%인 반면 10-12

년 학력군의 시작률은 90.7%, 9년 이하 학력군의 시작률은 

72.7%이었으며, 45-54세에서 12년 초과 학력군의 흡연 시작

률이 86.0%인 반면 10-12년 학력군의 시작률은 89.2%, 9년 이

하 학력군의 시작률은 87.5%이었으며, 이런 양상은 네 나이군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men aged 25-64 (N = 2,798) who participated i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2005.

Subjects’ Characteristics Total Never smoker Ex-smoker Current smoker P-value

Total 2,798 (100.0) 504(18.0) 742 (26.5) 1,552 (55.5)

Age group

25-34 858 (100.0) 190 (22.1) 140 (16.3) 528 (61.5) <0 .001

35-44 837 (100.0) 134 (16.0) 218 (26.0) 485 (57.9)

45-54 670 (100.0) 98 (14.6) 207 (30.9) 365 (54.5)

55-64 431 (100.0) 82 (18.9) 177 (40.9) 174 (40.2)

Marital status

  Married 2,031 (100.0) 341 (16.8) 619 (30.5) 1,071 (52.7) <0 .001

  Never-married 599 (100.0) 142 (23.7) 85 (14.2) 372 (62.1)

  Others* 167 (100.0) 20 (12.0) 38 (22.8) 109 (65.3)

Education level

  > 12 y 1,171 (100.0) 283 (24.2) 306 (26.1) 582 (49.7) <0 .001

  10-12 y 1,072 (100.0) 124 (11.6) 272 (25.4) 676 (63.1)

  ≤ 9 y 554 (100.0) 97 (17.5) 164 (29.6) 293 (52.9)

Occupation

  Non-manual 809 (100.0) 184 (22.7) 248 (30.7) 377 (46.6) <0 .001

  Manual 1,586 (100.0) 232 (14.6) 392 (24.7) 962 (60.7)

  Others† 402 (100.0) 88 (21.9) 101 (25.1) 213 (53.0)

Income tertile

  High 766 (100.0) 148 (19.3) 261 (34.1) 357 (46.6) < 0.001

  Middle 804 (100.0) 130 (16.2) 222 (27.6) 452 (56.2)

  Low 735 (100.0) 112 (15.2) 181 (24.6) 442 (60.1)

Alcohol intake

  Never 698 (100.0) 191 (27.4) 200 (28.7) 307 (44.0) <0 .001

  ≤ 30 g/d 1,625 (100.0) 281 (17.3) 436 (26.8) 908 (55.9)

  > 30 g/d 472 (100.0) 32 (6.8) 104 (22.0) 336 (71.2)

*including divorced, separated and widowed, †including unemployed, retired, students and home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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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비육체노동군과 비교했을 때, 육체노동군과 기타군(무직, 

퇴직, 학생, 군인이 해당)에서 흡연 시작의 연령 보정 교차비

는 각각 1.77 (1.40-2.24), 2.30 (1.93-2.80)이었고, 다른 요인들

을 보정한 후 교차비는 각각 1.55 (1.12-2.14), 2.26 (1.35-3.76)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지속되었다.

상위 삼분위소득군과 비교했을 때 중간 삼분위소득군, 하

위 삼분위소득군에서 흡연 시작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각각 

1.41 (1.06-1.87), 1.45 (1.08-1.95)이었으나 연령과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음주량을 보정한 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결혼상태에 따른 흡연 시작률의 차이는 연령보정 후, 다른 

Table 2. Smoking initiation rate and odds ratios (OR) with 95% confi dence intervals (CI) for smoking initia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position.

N Rate (%)
Age-adjusted Multivariate*-adjusted

OR 95% CI OR 95% CI

Total 2,356 85.0

Age group

25-34    686 81.4 1.00 1.00

35-44    723 87.1 1.53 (1.17-2.00) 1.19 (0.84-1.69)

45-54    588 87.9 1.65 (1.24-2.21) 1.17 (0.80-1.73)

55-64    359 83.7 1.17 (0.86-1.60) 0.82 (0.52-1.28)

Marital status

Married 1,731 85.9 1.00 1.00

Never-married    472 80.3 0.75 (0.55-1.00) 0.70 (0.45-1.07)

Others    153 91.6 1.79 (1.02-3.15) 1.46 (0.79-2.68)

Education level

> 12 y    917 79.7 1.00 1.00

10-12 y    965 90.4 2.30 (1.78-2.96) 1.51 (1.09-2.09)

≤ 9 y    474 85.9 1.57 (1.13-2.20) 0.94 (0.62-1.44)

Occupation

Non-manual    638 80.3 1.00 1.00

Manual 1,390 88.0 1.77 (1.40-2.24) 1.55 (1.12-2.14)

Others    326 83.0 2.30 (1.93-2.80) 2.26 (1.35-3.76)

Income tertile

High    630 83.1 1.00 1.00

Middle    697 87.2 1.41 (1.06-1.87) 1.14 (0.84-1.54)

Low    637 87.3 1.45 (1.08-1.95) 1.06 (0.76-1.49)

Alcohol intake

Never    520 75.1 1.00 1.00

≤ 30 g/day 1,383 85.9 2.06 (1.64-2.58) 1.95 (1.50-2.53)

> 30 g/day    449 96.6 8.82 (5.19-14.97) 8.70 (4.86-15.58)

*adjusted for other variables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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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보정 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한편 음주상태의 경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

정한 후에도 흡연 시작과 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2. 금연비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금연비와 그에 따른 교차비

는 표 3에 제시하 다. 전체 금연비는 32.3%으로 평생 100개

비 이상 흡연자 중 32.3%가 조사 시점에서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연비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여 주었는데, 25-34세에서는 20.9%인데 반해, 55-64세에서

는 50.4%에 달했다. 25-34세 연령군과 비교했을 때 35-44세

와 45-54세, 55-64세 연령군에서 금연의 교차비는 각각 1.69 

(1.32-2.16), 2.13 (1.65-2.74), 3.81 (2.88-5.05)이었으며 결혼

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음주량을 모두 보정한 교차비

는 각각 1.58 (1.16-2.16), 2.07 (1.49-2.88), 4.18 (2.84-6.16)으

로 연령과 금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2년 초과 학력군과 비교했을 때 10-12년 학력군, 9년 이

하 학력군에서 금연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각각 0.64 (0.52-

0.78), 0.51 (0.38-0.68)로 학력과 금연비는 역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으나, 연령과 결혼상태, 직업, 소득수준, 음주량을 보정한 

교차비는 각각 0.88 (0.68-1.14), 0.89 (0.63-1.24)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육체노동군과 비교했을 때, 육체노동군에서 금연의 연

령 보정 교차비는 0.51 (0.42-0.63)이었고 다변량 보정 교차비

는 0.66 (0.50-0.86)으로 나와 비육체노동군에 비해 육체노동

군의 금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군에서 금연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0.51 (0.37-0.70)이었고, 

다변량 보정 교차비는 0.71 (0.48-1.06)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으나 비육체노동군에 비해 금연이 적은 경향을 보여 주

었다.

상위 삼분위소득군과 비교했을 때, 중간 삼분위소득군, 하

위 삼분위소득군에서 금연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각각 0.63 

(0.50-0.80), 0.48 (0.37-0.61)이었으며 연령과 결혼상태, 교육

수준, 직업, 음주량을 모두 보정한 교차비는 각각 0.72 (0.55-

0.92), 0.60 (0.46-0.79)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연을 하는 사

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은 소득수준에 따른 나이

군 별 금연비를 도식화한 것이다. 25-34세에서 상위 삼분위소

득군의 금연비는 31.7%인 것에 반해 중간 삼분위소득군의 금

연비는 17.4%, 하위 삼분위소득군의 금연비는 20.1%이었으며 

45-54세에서 상위 삼분위소득군의 금연비는 40.6%인 것에 반

해 중간 삼분위소득군의 금연비는 36.4%, 하위 삼분위소득군

의 금연비는 30.3%으로 네 나이군에서 비슷한 금연비 양상을 

보여주었다.

기혼군과 비교했을 때, 미혼군과 이혼 또는 별거, 사별군

에서 금연의 연령 보정 교차비는 각각 0.59 (0.44-0.80), 0.50 

(0.34-0.74)이었고 다변량 보정 교차비는 각각 0.65 (0.42-

0.99), 0.56 (0.36-0.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상태와 금

연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의 경우 금연비와 접한 관련성을 보 는데, 다

른 요인들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일일 음주량 30 g 초과자에서 

금연의 교차비는 0.51 (0.37-0.70)이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자료를 이용하

여 25-64세 한국 남성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이용

해서 흡연 시작률과 금연비의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여 각 흡

연 단계에 관련되는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차이를 파악하

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85.0%가 흡연을 경험하 으며 이 중 

32.3%가 금연하 고 현재 흡연율은 55.5% 다. 전체 과거 흡

연자와 현재 흡연자의 합(82.0%)보다 흡연 시작률이 높게 나

타난 것은 흡연 시작에는 매일 1개비 이상 흡연을 시작하

으나 평생 100개비 미만을 흡연한 경우(흡연의 단계 중 흡연

을 시작하 으나 지속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 시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지만 사회경제적 위치를 보정할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연비는 사회경제적 위치

를 보정한 후에도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Figure 1. Smoking initiation rate (%) by educ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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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질수록 현재 흡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연령군에 

따른 흡연 시작률의 차이가 아니라 금연비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속한 

인구집단은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비해 흡연 시작을 더 많

이 하고, 금연은 적게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흡연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남성의 흡연 불평등7-9,23)에는 흡연 시

작의 불평등과 금연에서의 불평등 모두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를 동시에 보정할 경우, 흡연 시

작과 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는 교육수준

과 직업이었으며, 소득수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Table 3. Smoking quit ratio (QR) and odds ratios (OR) with 95% confi dence intervals (CI) for smoking cessa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position.

QR (%)*
Age-adjusted Multivariate†-adjusted

OR 95% CI OR 95% CI

Total 32.3

Age group

  25-34 20.9 1.00 1.00

  35-44 31.0 1.69 (1.32-2.16) 1.58 (1.16-2.16)

  45-54 36.1 2.13 (1.65-2.74) 2.07 (1.49-2.88)

  55-64 50.4 3.81 (2.88-5.05) 4.18 (2.84-6.16)

Marital status

  Married 36.6 1.00 1.00

  Never-married 18.5 0.59 (0.44-0.80) 0.65 (0.42-0.99)

  Others 25.8 0.50 (0.34-0.74) 0.56 (0.36-0.87)

Education level

  > 12 y 34.4 1.00 1.00

  10-12 y 28.6 0.64 (0.52-0.78) 0.88 (0.68-1.14)

  ≤ 9 y 35.8 0.51 (0.38-0.68) 0.89 (0.63-1.24)

Occupation

  Non-manual 39.6 1.00 1.00

  Manual 28.9 0.51 (0.42-0.63) 0.66 (0.50-0.86)

  Others 32.1 0.51 (0.37-0.70) 0.71 (0.48-1.06)

Income tertile

  High 42.2 1.00 1.00

  Middle 32.9 0.63 (0.50-0.80) 0.72 (0.55-0.92)

  Low 29.0 0.48 (0.37-0.61) 0.60 (0.46-0.79)

Alcohol intake

  Never 39.4 1.00 1.00

  ≤ 30 g/d 32.4 0.86 (0.69-1.08) 0.91 (0.71-1.16)

  > 30 g/d 23.6 0.46 (0.34-0.61) 0.51 (0.37-0.70)

*Quit Rtio = quitting/ever smoking, †adjusted for other variables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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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를 동시에 보정할 경우 금연

은 소득수준과 직업, 결혼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흡

연의 시작과 금연에 관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다름을 보

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12년 초과 학력군에 비해 10-12년 학

력군의 흡연 시작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9년 이하 학력군

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는데 이는 

저학력군의 흡연자가 더 많이 사망했기 때문일 수 있다.9) 

본 결과는 동유럽에서 25-64세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흡연의 시작 위험은 교육수준과 직업, 금연 성공 

가능성은 소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15)와 유사하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중 30-49세 남성 

322,9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연비가 소득수준과 관

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7)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흡연 시작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나 흡연 시작 및 금연에서 관

여하는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양상(흡연 시작과 금연에 관

여하는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가 서로 다른 양상)을 분석한 연

구는 없었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 중에서 아버지

의 교육 수준과 본인의 현직 사이를 매개하는 사회경제적 위

치 지표로써 생애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수준은 본인의 아동

기 또는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

념화 할 수 있다.19) 흡연은 대부분 청소년과 이른 성인기에 시

작되기 때문에 개인의 교육수준과 흡연 시작은 접한 관계

가 있을 수 있다.15)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보고서2)에 의하

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 시작 연령은 평균 20.1세 다. 

흡연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좀 더 흡연을 허용하는 환경(가

족,  동료)에서 자랐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적은24) 반

면, 학교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

는 경우가 많으며, 흡연 등에 좀 더 제한적인 환경인 경우가 많

고,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흡연의 시

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15)고 하 다. 이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금연비와 관계 있다는 보고14,17,25)가 있었으나 이 

연구들은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보정하지 않은 결과

으며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를 보정한 후에는 금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

지는 않았다. 아마도 교육수준은 다른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

치 지표와 연결되어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15) 

육체노동군에서 흡연 시작률이 높은 것은 성인기의 사회 

경제적 위치 또한 흡연 시작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교육

수준은 직업의 강력한 결정인자26)이므로 흡연 시작과 직업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흡연 시작과 직업의 결정 시기

는 사람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 흡연 

시작에 향을 받을 수 있고 흡연 여부가 직업 선택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인과 관계는 쌍방 또는 간접적일 가능

성이 있다.15) 또한 우리나라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

구에서 직업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기저 건강수준을 보정한 

후에도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23) 이는 

직업 자체의 특성 또는 사회심리적 요인의 차이가 흡연행태

에 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직위

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직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이런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흡연 시작과 지속 그리

고 금연비 저하에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27)

소득은 성인기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며 개인이 사

용 가능한 물질적 자원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이다.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건강에 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이의 지출을 통해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

용함으로써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19) 즉 금연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금연의 시도 또는 성공률과 연관될 수 

있다.   

만일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사람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 사람들과 비슷한 금연 계획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28)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위

치 사람들이 니코틴 의존도가 높거나, 자기 효능감이 낮거나, 

사회적 지지가 적거나, 재정적 어려움 같은 외부 조절 중심 때

문일 수 있다.28-30) 이 중 니코틴 의존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생각되고 있다.30) 따라서 사회계층 간 흡연율 격차 감소를 

통해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니코틴 의존도의 격차

를 해소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된다.

Figure 2. Smoking quit ratio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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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흡연 불평

등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는 2004년 

담뱃세 인상으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증가 양

상은 지속되고 있다.8)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이 형평성에 근거

하지 않으면 전체 흡연율은 낮출 수 있지만 흡연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은 그 초점을 사회경제

적 지원이 부족하여 흡연 시작을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금연

할 자원이 부족한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사람들에게 맞춰

져야 한다. 흡연 시작 예방을 위해서는 낮은 교육수준의 청소

년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고, 금연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 서비스의 접근

성을 증가시키고 니코틴 의존도를 치료할 수 있는 정책이 필

요하다. 이울러 사회계층간 흡연율 차이와 흡연예방 및 금연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단면 조

사로 해당 시점의 흡연 행태와 관련 요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

해 줄 수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흡연행태의 변화 경향과 시

계열적인 불평등 추이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단면 조사

이므로 사회경제적 위치와 흡연행태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 여부가 고용 또

는 직무 선택에 향을 줄 수 있으며 흡연과 관련 비용 지출이 

소득수준에 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인과성의 가

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교육수준의 경우 역

인과성의 가능성이 없다. 연구 자료는 국민건강 양조사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자료이므로 실제 흡연상태와 소득, 음주

량 등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

성과 달리 남성이 흡연 여부에 대한 보고를 기피하거나 왜곡 

보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흡연여부

에 관한 생화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6개월 동안의 지

속적인 흡연 중단 상태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흡연 중단 

여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실제 금연비를 과대 평가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연비의 과대 평가가 사회경제적 요인 

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연구결과 한국 남성에서 흡연 시작과 금연 모

두에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 다. 사회

경제적 위치 지표로 교육수준과 직업, 소득 수준을 모두 사용

하여 분석한 결과, 흡연 시작에 대한 강력한 관련인자는 교육

수준과 직업인 반면, 금연의 강력한 관련인자는 소득수준과 

직업으로 나타나 흡연 각 단계의 관련인자가 다름을 보여주

었다. 이에 따라 흡연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

해서는 흡연 단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려한 흡연예

방 및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요약

연구배경: 한국 남성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

른 흡연 시작률과 금연비를 분석하고, 여러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중에서 흡연 시작 위험과 금연 성공에 대한 불평등과 관

련성이 보다 높은 지표를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서 25-64세 남자 2,798

명을 분석하 다.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별 흡연 시작 위험과 금연 성공에 대한 교차비(OR)

와 95% 신뢰구간(CI)을 계산하 다. 연령 보정 교차비와 교육

수준과 직업, 소득수준, 결혼상태, 음주량을 모두 보정한 다변

량 보정 교차비를 제시하 다. 

결과: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1.6세 으며, 85.0%가 흡연을 경

험한 적이 있으며 이 중 32.3%가 금연을 하 고 현재 흡연율

은 55.5% 다.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모두 보정하 을 때 

12년 초과 학력군에 비해 10-12년 학력군의 흡연 시작이 유

의하게 많았으며(OR=1.51; 95% CI=1.09-2.09), 비육체노동

군에 비해 육체노동군의 흡연 시작이 많았다(OR=1.55; 95% 

CI=1.12-2.14). 상위삼분위소득군에 비해 중간, 하위삼분위소

득군의 금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으며(각각 OR=0.72; 

95 CI=0.55-0.92, OR=0.60; 95% CI=0.46-0.79) 비육체노동군

에 비해 육체노동군의 금연이 적었다(OR=0.66; 95% CI=0.50-

0.86). 

결론: 한국 남성에서 흡연 시작 위험과 금연 성공 모두에서 사

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 다. 흡연 시작 위험

에 대한 강력한 관련인자는 교육 수준과 직업인 반면, 금연 성

공의 강력한 관련인자는 소득수준과 직업으로 나타나 흡연 

각 단계의 관련인자가 다름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흡연에

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 단계에 따

른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려한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이 필요

하다.

중심 단어: 한국; 남성; 흡연; 금연; 사회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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