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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의 지역간 격차와 관련 요인
- 2차 자료를 활용한 생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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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disparity in smoking prevalence and related health burdens has been among
the most important global public health issues. This includes Korea, where the current smoking
rate in males is quiet high, but varies significantly by area. To address this issue, area specific
gaps in current smoking rates and potential associated factor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Methods: Secondary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survey, and statics provid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tistics Korea, and the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current male smoking rate and 37 additional
statistics covering 255 geographic district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of potential factors on the current smoking rates using
multi-level approaches of the socio-ecological model.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was performed to compare their area distribution.
Results: The lowest and highest current smoking rates observed were 18.7% and 51.5%,
respectively, revealing a rate variance of 32.8%. Male college graduation rate (β=−0.252, P＜
.05), annual weight control attempt rate (β=−0.183, P＜.05), divorce rate (β=0.180, P＜
.05), monthly binge drinking rate (β=0.159, P＜.05), and the number of bars per 1000 people
in an area (β=0.155, P＜.05) were all identified as meaningfu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ate
gap.
Conclusion: Tailored tobacco control strategies and cessation services incorporating area
specific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should be implemented to minimize the gap in
smoking prevalence and its related health burden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which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evidence and provides effective practic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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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흡연율 감소가 더디고 지역사회 건강 격차가 더욱 심해

배

경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인종, 원주민, 이민자, 삶의
질,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 신종담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13-15)

우리나라는 흡연율 감소를 통한 관련 사망 감소와 국민건강증

우리나라 지역보건법 제 3조 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진을 위하여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는 한편, 2003년

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가 주도의

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련 연구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해 왔다.(1) 이에 따라 흡연예방, 흡연자의

는 매우 부족하며 제시된 결과도 제한적이다. 기존의 경우 도시

금연촉진, 비흡연자 보호 환경 조성은 물론 담배가격인상, 금연

화 수준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등 사회경제적

구역지정,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운영 등의 정책과

관점에서의 지역 구분과 그에 따른 흡연 격차 및 관련 영향요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기존 대비 2배 수준에 이

을 탐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6-20)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르는 담뱃값 인상을 이루어 내는가 하면, 금연구역의 지속적 확

에 따라 시군구 등 세분화된 지역별 흡연율의 비교와 격차가

대, 취약계층과 고도흡연자를 겨냥한 맞춤금연지원서비스를 제

모니터링 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전국 255개 시군구 성인 남자

공하는 지역금연지원센터를 전국 18개 시도에 개소하는 등 담

현재흡연율의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격차가 2017년

배규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2) 그 결

16.2% p에서 2018년 17.0% p, 2019년 17.2% p, 2020년

과 1980년대 80%에 육박하던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은 2020년

18.2% p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세분화

기준 34%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3-5) 국내 금

된 지역단위를 고려한 지역별 흡연 격차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

연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세계적 모범사례로 손꼽힐 만한 수준

요하다.(21) 더불어 흡연은 개인행동 변화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 되었다.(3)

개인 간 관계, 조직의 규칙, 지역사회 환경, 파급력 있는 공공규

그러나 세계적 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성인 남자 현재흡

제정책 등 여러 수준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연율은 아직도 높고, 최근 감소 추세는 답보 상태에 있다. 더욱이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단위 중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자 중 남자 34.7%, 여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자 7.2%로 나타났으며,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 및 사회경제

등 각 수준 및 각 수준 간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적 비용은 2015-2019년 기준 약 11조로 여전히 많은 예산을 지

흡연 격차와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

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6,7)

다.(22-2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 나이, 인종, 결혼여부, 거주지역, 교육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55개 시군구 단위로 산출되

및 소득 수준, 직업 등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음주, 운동, 스트

는 19세 이상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의 격차와 지역별 성인 남자

레스, 비만 등 건강행태요인과 같은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

현재흡연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인에 대한 점검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

서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의 지역 격차

의 마련 및 사업지원 노력이 필요하다.(8-11) 그 중에서도 직업,

감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개인단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흡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율 격차와 함께 지역별 흡연율 격차 문제는 흡연율 감소를 위
한 중재와 관리의 측면에서 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방

법

가 시급한 영역이다. 물리적·사회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놓이는
지역사회 간의 흡연율 격차는 개인 단위보다는 지역사회 전반에

1. 연구 자료

걸쳐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문제 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 격차와 관련

결 및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연구로,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

기 때문이다.(12)

강조사 https://chs.kdca.go.kr/chs/index.do), 통계청(인

외국에서는 간접흡연 방지법, 대중매체 활용 광고, 담배가격

구주택 총조사 https://www.census.go.kr/mainView.do,

인상,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에도 불

전국사업체조사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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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_nw/1/9/3/index.board, 사망원인통계 https://www.

다중회귀분석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의 특성,

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

개인 간 특성, 지역사회 특성의 3개 수준과 이들 3개 수준을 모두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포함한 모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지방재정 365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IBM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군구별 분포를 시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계획현황 https://www.data.go.kr/tcs/

쉽게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 구

dss/selectDataSetList.do), 한국교육개발원(인구 천 명당 사

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지도를 추출하였고 Adobe

설 학원수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높여 제시하였다.

Home.do),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http://www.
mohw.go.kr/react/gm/sgm0101mn.jsp?PAR_MENU_

결

과

ID=13&MENU_ID=13020101),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통계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6400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의 255개 시군구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

m01.do) 등 국가에서 생산 및 공개하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

였는데 흡연율 최소지역 18.7%, 최대지역 51.5%, 지역 간 격차

하였으며, 자료의 종류 및 생산 기관에 따라 2020년도 혹은 가장

는 32.8%p, 격차수준은 EQ 2.8과 CV 0.7로 나타나 지역 간 격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로 진행되었다(NO.

요인 변수의 지역 간 격차(최대값과 최소값 차이, 표준화율)는 전

210929-2A).

체 주택 중 단독주택 비율(94.7%p), 자살율(94.0%p),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92.9%p), 노후주택비율(69.5%p), 이웃 신뢰율

2. 변수

(68.2%p), 걷기실천율(66.1%p),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020년 총 229,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사회건강조

(64.8%p), 일주일에 1회 이상 친척만남률(63.5%p), 재정자립

사자료로부터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과 앞서 제시한 각종 국가

도(61.4%p),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59.8%p), 남자 월간

통계자료에서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폭음률(55.0%p),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54.9%p), 연간

요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전국 255개 시군구 지역단위를 기

체중조절시도율(51.2%p), 주관적 건강인지율(50.9%p), 대졸

준으로 자료를 산출한 후 그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

이상비율(48.2%p), 직장실내 간접흡연경험률(42.4%p), 경제

된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의 지역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참여율(31.7%p), 남자 고위험음주율(31.1%p), 스트레스

잠재요인들과 그 정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의

인지율(30.8%p), 20-44세 인구비율(29.3%p), 65세이상 인구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및 경제활동, 건강행태 및 건강수

비율(28.5%p), 자가보고비만율(28.0%p), 건강생활실천율

준), 개인 간 특성(사회관계망), 지역사회 특성(주택, 환경의 질,

(17.2%p), 30세이상 고혈압진단경험률(12.0%p), 30세이상 당

유해상업시설, 사설교육, 경제, 의료서비스,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뇨병진단경험률(9.5%p), 6세이하 유아비율(8.2%p), 조이혼율

(Supplementary 표 1).

(2.1%p), 출산율(2.1%p)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구 천 명
당 도시공원조성면적(120,366 km2),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

3. 통계분석

사 의사 수(19.2명). 인구 천 명당 주점수(17.5개), 인구 천 명당

우리나라 255개 시군구 성인 남자의 현재흡연율과 선행연구

사설학원수(4.3개), 인구 천 명당 체육 시설수(0.4461개), 인구

를 통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선별한 37

천 명당 담배소매점수(0.395개)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되

개 독립변수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평

었다(표 1).

균, 표준오차, 최대값, 최소값을 산출하고, EQ (Extremal Quo-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과 관련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ient, 최대값/최소값)와 CV (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

남자 고위험음주율(r=0.382), 자살율(r=0.324), 조이혼율(r=

오차/평균)×100)를 통해 지역 간 격차 수준을 평가하였다.

0.317), 65세 이상 인구비율(r=0.305), 출산율(r=0.281), 남자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이변량 상
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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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폭음율(r=0.27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r=0.140), 당
뇨병 진단 경험률(30세이상)(r=0.136),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정수경 외：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의 지역간 격차와 관련 요인 - 2차 자료를 활용한 생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Table 1. Area specific gap and correlation between male current smoking rate and potential factors associated.
Variables considered

‡

SD

Min

34.7

0.2

18.7
(Bundang-gu, seongnam)

Birth rate (%)

1.0

-

0.4
(Jung-gu, Busan)

Proportion of infants under 6 years old (%)

4.4

-

Proportion of aged 20-44 (%)

31.5

-

Proportion of aged 65 years old or over (%)

18.3

-

1.9
(Gunwi-gun,
Gyeongsangbuk-do)
18.6
(Gunwi-gun,
Gyeongsangbuk-do)
6.2
(Yeongtong-gu, Suwon)

2.1

-

1.1
(Bundang-gu, Seongnam-si)

50.3

0.2

75.7

0.2

27.9
(Imsil-gun, Jeollabuk-do)
56.7
(Gyeryong-si,
Chungcheongnam-do)
-

Male current smoking rate (%)

Crude divorce rate (%)

Proportion of graduates with
a college or higher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Mean

Recipient rat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
Proportion of households having 3 million
†
KRW or more of house income (%)
Male high risk drinking rate (%)

2.5

0.1

61.8

0.1

21.4

0.2

Male monthly binge drinking rate (%)

57.8

0.3

Physical activity rate with
intermediate level or more (%)

25.2

0.2

Walking practice rate (%)

44.7

0.2

6.5

0.1

Annual weight control attempt rate (%)

61.1

0.2

Current smokers’ quit attempt rate (%)

47.3

0.4

Prevalence of hypertention diagnosed
(aged 30 years old or over) (%)

15.5

0.1

Healthy lifestyle practice rate (%)

33.8
(Jinan-gun, Jeollabuk-do)
8.3
(Paldal-gu, Suwon-si)
23.4
(Changnyeong-gun,
Gyeongsangnam-do)
10.9
(Dong-gu, Daejeon)
13.7
(Ulleung-gun,
Gyeongsangbuk-do)
2.3
(Gochang-gun,
Jeollabuk-do)
27.5
(Sinan-gun, Jeollanam-do)
8.4
(Ulleung-gun,
Gyeongsangbuk-do)
9.3
(Sancheong-gun,
Gyeongsangnam-do)

ll

CV

Coeff.**

2.8

0.7

-

6.3

-

0.281**

5.3

-

−0.247**

47.9
(Gwanak-gu, Seoul)

2.6

-

−0.297**

34.7
(Uiseong-gun,
Gyeongsangbuk-do)
3.2
(Gapyeong-gun,
Gyeonggi-do)
76.1
(Suji-gu, Yongin-si)
88.4
(Ongjin-gun, Incheon)

5.6

-

0.305**

2.9

-

0.317**

2.7

0.4

−0.649**

1.6

0.3

0.082

-

4.0

0.140*

2.6

0.2

−0.388**

4.7

0.9

0.382**

3.4

0.5

0.271**

6.5

0.8

0.130*

5.8

0.4

−0.265**

8.5

1.5

−0.200**

2.9

0.3

−0.459**

8.7

0.8

−0.159*

2.3

0.6

0.029

Max

§

51.5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2.5
(Yeonggwang-gun,
Jeollanam-do)
10.1
(Gangseo-gu, Busan)

23.0
(Ojeong-gu, Bucheon)
88.7
(Gwacheon-si, Gyeonggi-do)
39.4
(Yeosu-si, Jeollanam-do)
78.4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70.7
(Changnyeong-gun,
Gyeongsangnam-do)
79.8
(Changnyeong-gun,
Gyeongsangnam-do)
19.5
(Changnyeong-gun,
Gyeongsangnam-do)
78.7
(Yongsan-gu, Seoul)
73.2
(Goheung-gun,
Jeollanam-do)
21.3
(Cheongyang-gun,
Chungcheongnam-do)

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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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1.
Variables considered

‡

§

Mean

SD

Min

Max

6.9

0.1

3.3
(Gwacheon-si, Gyeonggi-do)

Self-reported obesity rate (%)

42.0

0.2

Proportion of having perceived
subjective health (%)

60.5

0.2

Proportion of having perceived stress (%)

26.9

0.2

Proportion of experienced depression (%)

4.5

0.1

26.9
(Seo-gu, Daejeon)
32.8
(Ulleung-gun,
Gyeongsangbuk-do)
8.1
(Sinan-gun, Jeollanam-do)
-

12.8
(Pyeongchang-gun,
Gangwon-do)
54.9
(Dongbu-ro, Seogwipo-si)
83.7
(Sinan-gun, Jeollanam-do)

Suicide rate (%)

42.9

-

Proportion of trusting neighbor (%)

52.0

0.2

26.2
(Ojeong-gu, Bucheon)

Proportion of meeting relatives
more than once a week (%)

46.0

0.2

24.5
(Geumcheon-gu, Seoul)

Secondhand smoke exposure rate at
workplace (%)

21.0

0.2

4.0
(Gwangsan-gu, Gwangju)

Proportion of apartment among
all kinds of housing (%)
Proportion of house detached houses
among all kinds of housing (%)
Proportion of old house among
all kinds of housing (%)
2
Urban park area per 1000 population (km )

49.7

-

36.6

-

26.4

-

14,040

-

Number of sports facilities per
1000 population (N)

0.0687

-

0.1
(Sinan-gun, Jeollanam-do)
2.7
(Yeonsu-gu, Incheon)
0.1
(Bundang-gu, Seongnam-si)
31
(Dong-gu, Busan)
0.0017
(Gangseo-gu, Seoul)

Number of bars per 1000 population (N)

2.3

-

Number of tobacco retail stores per
1000 population (N)
Number of private institutes per
1000 population (N)

0.065

-

1.3

-

58.8

-

2.8

-

Prevalence of Diabete Mellitus diagnosed
(aged 30 years old or over) (%)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
Number of medical doctors per
1000 population (N)

24

14.0
(Sinan-gun, Jeollanam-do)

0.4
(Gwacheon-si,
Gyeonggi-do)
0.011
(Wanju-gun, Jeollabuk-do)
0.1
(Ulleung-gun,
Gyeongsangbuk-do)
6.6
(Sinan-gun, Jeollanam-do)
1.0
(Goseong-gun, Gangwon-do)

38.9
(Gyeyang-gu, Incheon)
9.6
(Gyeyang-gu, Incheon)
108.0
(Yangyang-gun,
Gangwon-do)
94.4
(Ulleung-gun,
Gyeongsangbuk-do)
88.0
(Ulleung-gun,
Gyeongsangbuk-do)
46.4
(Tongyeong-si,
Gyeongsangnam-do)
93.0
(Suji-gu, Yongin-si)
97.4
(Sinan-gun, Jeollanam-do)
69.6
(Sinan-gun, Jeollanam-do)
120,397
(Gwacheon-si, Gyeonggi-do)
0.4478
(Uiryeong-gun,
Gyeongsangnam-do)
17.9
(Jung-gu, Busan)
0.405
(Jung-gu, Busan)
4.4
(Gangnam-gu, Seoul)

ll

CV

¶

Coeff.**

3.9

1.4

0.136*

2.0

0.5

0.106

2.6

0.3

−0.280**

4.8

0.7

−0.079

-

2.2

−0.032

EQ

7.7

-

0.324**

3.6

0.4

0.167*

3.6

0.4

0.257**

11.6

1.0

0.095

930.0

-

−0.380**

36.1

-

0.395**

696.0

-

0.349**

3883.8

-

0.041

263.4

-

0.237**

44.8

-

0.194*

36.8

-

0.201*

44.0

-

−0.335**

68.0
(Gangnam-gu, Seoul)

10.3

-

−0.400**

20.2
(Jongno-gu, Seoul)

20.2

-

−0.224**

정수경 외：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의 지역간 격차와 관련 요인 - 2차 자료를 활용한 생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Table 1. Continued 2.
Variables considered
Number of non-smoking districts per
ordinance per 1000 population (N)

Mean
2.8

‡

SD

Min

-

-

§

EQ

13.3
(Yangyang-gun,
Gangwon-do)

-

Max

ll

¶

CV
-

Coeff.**
0.027

*P＜0.05, **P＜0.001.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Coeff., Correlation coefficient; EQ, Extremal Quotient; CV, Coefficient of Variation.
†
KRW means Korean Won. ‡Minimum value and region in 255 districts in Korea. §Maximum value and region in 255 districts in Korea. llEQ: maximum value/minimum
¶
value. CV: (SD/mean value)×100. **Coeff. with the male current smoking rate.

실천율(r=0.130),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r=−0.159), 건강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따른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를 살펴보

생활실천율(r=−0.200), 6세이하 유아비율(r=−0.247), 걷기실

면 하(1분위) 집단은 42.7%으로, 상(5분위) 25.9% 보다 약 1.6

천율(r=−0.265), 주관적 건강인지율(r=−0.280), 20~44세 인

배 높았으며,(4) 대졸이상의 고학력 남자 흡연자에서 금연의도

구비율(r=−0.297),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r=−0.388), 연

가 유의하게 높고 금연프로그램 이용 효과와 금연 성공률이 높

간 체중조절 시도율(r=−0.459), 대졸이상비율(r=−0.649)순으

다는 보고도 있다.(26, 27)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17년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구분한 각 특성의 지표를 독립변수로

면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경우 흡연을 비롯한 불

하여 지역의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건강한 행태를 가지는 비율이 높고,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

위해 단계적 선택방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식수준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32,33)

모형에 포함된 유의한 독립변수는 조이혼율, 남자 월간폭음율,

기존 연구결과에서 이혼 경험은 생애주기에서 겪을 수 있는

대졸이상비율, 연간체중조절 시도율, 인구 천 명당 주점 수로 결

가장 심한 스트레스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혼으로 인

정계수는 0.490으로 나타났다(표 2).

한 스트레스로 흡연 시도 및 지속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255개 시군구별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과 주요 관련 요인의 지
역별 분포의 비교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장 밀접한 금연 지지자의 부재는 금연시도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0,17,34-37)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이혼율이 높은 지역에서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

고

찰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할 뿐 아
니라, 지역사회 자체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사

본 연구는 전국 255개 시군구 지역 간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

회가 안정적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사회적인 신뢰나 결속을

의 격차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성인 남자 현재흡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도 하다.(16)

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대졸이상 비율(β=−0.252,

음주와 흡연은 동일한 중독의 기전을 따르며 매우 쉽게 병행

P＜0.05), 연간체중조절 시도율(β=−0.183, P＜0.05), 이혼율

이 이루어지는 부정적 건강행태로 음주 횟수가 증가할수록 흡연

(β=0.180, P＜0.05), 남자 월간 폭음율(β=0.159, P＜0.05), 인

할 확률이 증가하고 금연계획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기존 연

구 천 명당 주점수(β=0.155, P＜0.05)로 확인되었다.

구결과들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38-42)

대졸 이상의 비율이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과 역연관성을 보인

음주와 흡연에 대한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음주량이 높은 경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흡연 격차 문제와 관련 원인을 분석한 많

우 금연시도를 방해하며 금연시도와 성공에 대한 인지된 장애요

은 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다. 교육수준은 소득 수준

인으로 고 위험 음주를 꼽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서

과 함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도 음주량이 적을수록 금연시도 및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높은 집단에서의 금연에 대한 지식, 인지, 실천, 성공 등이 높다

고 있다.(41,42) 그 중에서도 폭음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연

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 된 바 있다.(26-31) 실제

관되어 있으며,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의 동시 행태 정도를 월등

25

26

Variables considered

Birth rate(%)
Proportion of infants under 6 years old (%)
Proportion of aged 20-44 (%)
Proportion of aged 65 years old or over (%)
Crude divorce rate (%)
Proportion of graduates with
a college or higher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Recipient rat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
Proportion of households having 3 million
†
KRW or more of house income (%)
Male high risk drinking rate (%)
Male monthly binge drinking rate (%)
Physical activity rate with
intermediate level or more (%)
Walking practice rate (%)
Healthy lifestyle practice rate (%)
Current smokers’ quit attempt rate (%)
Annual weight control attempt rate (%)
Prevalence of hypertention diagnosed
(male aged 30 years old or over) (%)
Prevalence of Diabete Mellitus diagnosed
(aged 30 years old or over) (%)
Self-reported obesity rate (%)
Proportion of having perceived
subjective health (%)
Proportion of having perceived stress (%)
Proportion of experienced depression (%)
Suicide rate (%)

Category

Intrapersonal
level

SE

.264
.103 −1.316
.058
.726

−.090
.055
−.070
.073
.207
.028

.045
.396
.193
.194
.038 −1.484
.057 −.751
.169 −2.565

.019
−.139
−.053
−.229*
.051

.100
.034
.010

1.376
−.090
1.837

.081
.062
.049

−.007
.177
.027

−.969
1.335
.471

.716

1.271

.055

.071 −1.404
.256 −.491

1.646
−.411
−.134
.098
.051
2.962

t

.122

−.032
.086

−.040
2.002
−.022
.718
.024
.210
.016
.262
.257** 1.356
−.151
.072

β

Simple regression analysis
SE

t

β
SE

t

β

.041

−.011
−.084

.002
−.072
−.079
−.156*
.016

.174*

2.790

.022

.763

.072 −.214
.042 −1.675

.036
.030
.160 −.997
.029 −1.598
.046 −2.299
.123
.316

.042

.024

−.070

.022
−.107
−.068
−.183*
.056

.159*

.180*
−.252*

β

.209* 1.022
3.174
−.369** .052 −4.561

t

model 3ll

.051
.037

SE

model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301 −1.565
.077
.472

−.105
.040

β

model 1

‡

Table 2. The association of potential factors on the difference of male current smoking rate by area.

.023

.046

.039
.171
.031
.049
.134

.046

1.137
.062

.428
.131

SE

model 4¶

.409

−1.242

.265
−1.321
−1.235
−2.425
1.010

2.249

2.492
−2.695

.516
.25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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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 of trusting neighbor (%)
Proportion of meeting relatives
more than once a week (%)
Workplace secondhand smoke
experience rate (%)
Proportion of house detached houses
among all kinds of housing (%)
Proportion of apartment among
all kinds of housing (%)
Proportion of old house among
all kinds of housing (%)
2
Urban park area per 1000 population (km )
Number of sports facilities per
1000 population (N)
Number of bars per 1000 population (N)
Number of tobacco retail stores per
1000 population (N)
Number of private institutes per
1000 population (N)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
Number of medical doctors per
1000 population (N)
Number of non-smoking districts per
ordinance per 1000 population (N)
F-value
2
R squared
2
adjR squared

Interpersonal
level

1.174

−1.241
1.302
−1.001
−2.021
−.661
.766

.055
.000
6.970
.405
1.308
1.011
.050
.342
.142

−.075
.074
−.110
.115
−.087
−.212*
−.069
.069
−.042

−.555
1.049

1.811

.054

.278

.355

−.660

.071

.039

.022

.141
−.305

t

.632

.043
.033

SE

−.031
−.050

β

β

21.109*
0.554
0.528

SE

model 1

‡

t

.098

.169*

β

§

4.909*
0.038
0.030

.041

.027

SE

model 2

1.590

2.730

t

.018

SE

−.186
−.209*

−.132*

ll

3.819

1.588

t

15.791*
0.273
0.256

.039 −2.266
.176 −2.863

.754 −1.647

.260** .216

.141

β

model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032

.038

SE

−.095
−.027

−.056

¶

−.713

2.419

.821

−.664

t

11.755*
0.535
0.490

.037 −1.232
.163 −.400

.744

.155* .202

.126

−.058

β

model 4

*P＜0.05, **P＜0.001.
Abbreviations: b, Standardized estimates; SE, Standard Error; t, t-value.
Al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cluded sex and age.
†
KRW means Korean Won. ‡Model 1 included variables at the category of intrapersonal-characteristics variables. §model 2 included variables at the category of interpersonal-characteristics variables. llModel 3 included variables
at the category of community-characteristics variables. ¶Model 4 included variables all variables in model 1, 2, 3.

Community
level

Variables considered

Category

Sim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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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male current smoking rate and related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The male current smoking rate and (A-E) variables were
classified as the three groups (high, medium, low) by Equal Interval.
하게 높아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44) 이는 불건강한

강행태에 대한 실천 노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는 흡연율을 높

행태를 보일 확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암 등 질병발생 위험과 조

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46)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체중감소

기 사망을 앞당기는 질병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44) 우리나라

나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흡연자군에 비해 체중관리 노력을

의 경우 성인 남자의 폭음률은 52.7%, 남자청소년의 경우 48.5%

하지 않는 흡연자군에서 흡연율이 약 10% p높게 나타나는가 하

수준으로 높고, 음주가 질병부담 위험요인 1위를 차지함을 고려

면, 체중조절 시도 외에도 건강행태인 걷기실천, 중등도 운동실

할 때, 흡연 격차의 해소는 물론 음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에 있

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흡연할

어 인구집단 내 폭음율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의 마련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이와 같은 흡연과 비

중요하다.(45)

만의 연관성은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체중조절을 통한

일반적으로 비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해
소방안으로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행태보다는 과식, 음주, 흡연

비만 감소나 금연을 통한 흡연율 감소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과 같은 불건강 행태를 선택하게 되면서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구 천 명당 주점 수가 많은 곳에서 성인

다. 또한 비만한 사람들은 체중조절을 시도하지 않으며 다른 건

남자 현재흡연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흡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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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높은 음주 환경의 조성과 함께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간폭음율이나 연간체중조절시도율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고려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허용하는 분

한다면 주관적 건강인지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눈높이 정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의 흡연 유인에도 영

제공과 교육,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동기 강화와 실천 확산을 위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16) 기존 연구에서도 지

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와 지지 구축,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역의 흡연문화 발달 및 지속적인 노출은 흡연자 주변의 흡연을

사회 기반 시설의 지원과 환경 조성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

유인하며 흡연횟수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유발하고 개인의 흡

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흡연예방과 금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연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이와 같은 기존 연구

라 다른 여러 주요 건강행태를 포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들은 인구 천 명당 주점 수로 대표되는 흡연 친화적 환경요

셋째, 지역 간 흡연격차의 최소화 및 흡연율 감소라는 궁극적

인이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본 연구결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집단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

와 일관된 것이다.

을 고려한 담배규제정책과 관련사업의 맞춤화가 이루어질 필요

이상과 같이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가 있다. 예를 들면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WHO MPOWER 전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과의 연관성을 분석

략에 맞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때, 지역별

흡연 고 위험집단에 대한 규명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흡연 격차 문제의 이해와 이로 인한 건강불형평성을 최소화하기

공원이나 아파트와 같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금연구역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와 사업 수행이 필요해 보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가용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

다.

용할 수 있는 금연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

첫째, 흡연과 금연의 문제를 불건강 행태로 이해하고 개인단

다.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

위의 중재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정책과 사업의 틀에서 탈피

의 정교한 교육홍보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할 필요가 있다. 흡연과 금연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결정

일차의료기관의 접근성과 금연지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지역

되는 행태인 것이 사실이지만, 흡연 유인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

의 경우 병의원 중심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

물리적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정책적 이유가 존재할

으며,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흡연 예방과 금연 등 행태

비스에 집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사회적 압박이나 마케팅, 생활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지역별 성인 남자

환경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담배규제정책 강화 등을 통하여 개인

현재흡연율 격차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향

이 속한 환경을 개선하여 비흡연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후 지역별 흡연격차 감소 방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연구 방

것이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개입과 중재가 될 수 있다.(48)

법과 결과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회생

본 연구에서 물리적·사회적·경제적·정책적 환경 전반을 포괄적

태학적 모형에 근거하였으나 가용한 국가생산 통계 자료만을 활

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표를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나,

용함으로써 포괄적인 지표구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

지역사회 성인 남자 인구에서의 교육수준, 이혼율, 인구 천 명당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의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에 영향을

주점 수 등이 최종 모델에서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과 유의한 연

미칠 수 있는 학교, 군대, 동호회 등 기관 및 조직 특성에 대한 자

관성을 보이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이와 같은 제안의 근거가

료와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흡연 영향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과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2020년도 전국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둘째,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식생활 등 주요 건강행태는

수집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분석한 단면연구로 시계열에 따른 지

선후와 원인 결과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

역 간 격차요인은 분석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

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행태 개선이나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

에서 시계열에 따른 흡연율의 추이 및 영향요인의 변화에 대해

천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건강행태에 대한 개입과 중재 전략보

분석을 한다면 더욱 정확한 요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성

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다

인 남자 현재흡연율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으로써 여성 현재흡연

적절한 접근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성인

율의 지역 간 격차와 관련 요인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우리

남자의 현재흡연율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요인으로 지역별 월

나라 여자의 현재흡연율은 지난 수십 년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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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흡연율은 6.6%로 남자 현재흡연율에 비해 매우 낮
아 지역별 격차의 평가 및 관련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4) 다
만, 20대 여자 흡연율은 10.9%에 달하는 등 젊은 연령층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과 여자의 흡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규
범으로 공식 통계에서 여자 흡연율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신뢰성 있는 여자 흡연율의 산출과 지역 간 격차
여부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
및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흡연 관련 건강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남자 현재흡
연율 격차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통
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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