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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연은 암, 심혈관계 질환, 폐 질환 등의 원인으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1], 아시아인 105만 명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률이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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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높아지는 것이 밝혀졌다[2]. 우리나라 정부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

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비준하였고, FCTC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적인 규제와 금연지원사업을 도입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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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ment,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남성 흡연율 30.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다[3]. 특히 성별에 따른 흡

연율의 변화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

사에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5.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 흡연율은 6.7%로 20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4].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남성의 1/5 정도로 낮지만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여성 흡연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은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답배 속에 함유된 니코틴은 중독되면 끊기 가장 어려운 약물 가운

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는 흡연이 습관화되어 니

코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면 금연 실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흡연시작이나 흡연과 관련된 요인

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

기 흡연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흡연을 시작하기 때문이다[5-8]. 반면,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시작 연령의 변화를 살펴본 Kim et al. [9]의 연구에서는 여

성과 남성의 흡연시작 추세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여

성 흡연자의 흡연시작 연령은 평균 23.6세로 남성의 평균 19.1세보다 흡

연시작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른 흡연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교

육, 소득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부모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흡연 여

부와 같은 환경적 요인, 종교의 유무나 가치관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였다. 미국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흡연시작의 차이를 연구한 Hamilton et al. [10]

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밝히면서 흡연예방은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흡연자와 함께 거주하는 남자 쌍둥이들이 여자 쌍둥이보다 더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는 남녀 

모두 다른 그룹보다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낮았다. 2주 동안 20번 이

상의 음주를 하는 그룹에서는 여성 쌍둥이가 흡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여학생이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흡연의 성별에 따

른 차이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했다. 시골에 거주하거나 매우 종

교적인 여학생은 흡연을 시작할 비율이 낮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치

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였다

[11]. Naing et al. [12]의 연구에서는 성인 남자의 경우 부모의 흡연 경력,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종교의 유무 등이 흡연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 Bauer [13]는 교육을 받은 남성과 월수입이 높은 남성은 

비흡연자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흡연과 건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16세 이

후 미국인 여성의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16세 이후 

흡연을 시작한 여성은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등을 앓을 가능성이 높

다고 하였다[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흡연시작 및 흡연과 관련된 특성은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흡연율 변

화의 추이나 흡연시작 연령에서 남녀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흡연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도 성별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럼에도 국내의 성별에 따른 흡연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인구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

용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10년 동안 조사된 20,024명을 대상

으로 하는 대규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보다 명확한 흡연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흡연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정부의 금연정책 수립이나 금연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

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6기

(2013-2015), 7기(2016-2018)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국민건

강영양조사는 한국인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건강설문

과 영양 및 건강검진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2007년 조사부터 질병관리본부 만성병 조사과에서 매년 순환 표본조

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4기의 1차 연도(2007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했으며, 이후 연도와 기수에서는 12개월 동안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대상 

중 건강설문조사의 평생 흡연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경우로 

한정하고 평생 흡연여부와 관련된 변수에 데이터가 없거나 설문에서 

‘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인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19,974명을 최

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연구변수의 정의 및 측정

이 연구에서는 흡연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에게 사회적 측면에서 흡

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

설문 중 가구조사, 교육 및 경제활동, 건강행태 등의 설문조사를 이용

하였으며 건강설문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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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질문에 ‘피운 적 없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흡연 미경험자로, ‘5갑(100개비) 미만 혹은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흡연 경험자로 분류한 평생 흡연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는 흡연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기반으

로 나이, 성별, 주택소유여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수준, 교육수준, 

부모님의 교육수준, 일주일간 음주빈도 등으로 선정하였으며[15-18], 

특히 가구소득 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침에 따른 월가구소득수

준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산식으로 ‘월 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을 구한 다음 4분위 수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흡연과 관련된 

변수는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 입니까?”라는 설

문에 응답한 나이를 흡연시작 연령 변수로 선정하고, 가정 내 간접흡

연 노출여부 또한 포함하였다.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특성에 따라 1차 추출단위

(조사구), 층화변수,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을 시행하였다. 연

구대상의 평생 흡연여부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생 흡연경험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검정을 시행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평

생 흡연여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C통계량과 Calibration plot을 이용

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과 R 4.0.3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Mathematics, Vienna, Austria; http://cran.r-project.org)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연구 결과

Figure 2는 최종 선정한 연구대상자와 별개로 성별에 따른 흡연시작 

연령 분포를 확인하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4-7기 자료에서 성별과 흡

연시작 연령 변수만을 추출하였다. 위 자료에서 흡연시작 연령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남성은 20,018명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17-21세 사이

에 흡연을 시작한 반면(평균 흡연시작 연령은 19.8세), 3,788명이 응답

한 여성은 18-30세 사이에 흡연을 시작한다고 응답하였다(평균 흡연시

작 연령은 25.6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흡연시작 연령의 분포가 다양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나라 여성 흡연자

들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평생 흡연경험 여부의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평생 흡연경험이 있는 남성은 77.70%, 여성은 14.17%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생 흡연경험 비율이 낮았다. 결혼 여부에 따른 평생 흡연경험

은 결혼한 남성이 70.86%로 높은 비율이었던 반면 여성은 결혼한 경우 

70.44%로 평생 흡연 미경험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가 주택을 소유한 연구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 평생 흡연 미경험

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남성: 미경험= 67.70%, 경험= 66.54%, 여성: 미

경험=70.47%, 경험= 46.51%), 여성 미경험자와 경험자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에서는 남성의 경우 1, 2, 3분위는 흡연 미경험자에 비해 경

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4분위에서는 미경험자의 비율이 높았다. 여

성의 경우에는 1, 2분위는 흡연경험자의 비율이 높았고, 3, 4분위에서

는 미경험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4분위: 미경험자 35.68% vs. 경험

Figure 1. Flow chart for the selection of study subjects. 

(2007-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97,622)

• Excluded subjects aged <19 years (N=22,194)
• Excluded subjects without data on smoking (N=5,006)
•  Excluded subjects without missing data and No response from 
 survey (N=50,448)

Final subjects (N=19,974)

Inexperienced (N=11,626) Experienced (N=8,348)

http://cran.r-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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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 흡연할 확률이 남성은 0.40 (95% CI = 0.38-0.53)배, 여성은 

2.26 (95% CI =1.82-2.81)배,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흡연할 확률이 남

성은 0.25 (95% CI = 0.20-0.32)배, 여성은 1.76 (95% CI =1.33-2.32)로 반

대의 결과를 보였다. 일주일 음주빈도가 절반 이상인 사람은 흡연할 

확률이 남성은 5.99 (95% CI = 4.52-7.94)배, 여성은 6.02 (95% CI = 4.71-

7.69)배로 남녀 모두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남성은 집안에서 간접흡연

에 노출된 사람은 흡연할 확률이 1.54 (95% CI =1.25-1.90)배, 여성은 확

률이 1.93 (95% CI =1.66-2.25)배로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결혼여부, 개인 

교육 수준, 부모님의 교육 수준에 따라 흡연할 확률의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났으며, 음주 빈도, 집에서 간접흡연 노출에 따라서는 흡연할 

확률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Table 2는 흡연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성별에 따른 다중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흡연할 확률이 

남성은 0.81 (95% CI = 0.74-0.94)배이고, 여성은 0.47 (95% CI = 0.40-0.50)

배로 남성보다 흡연할 확률이 더 감소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

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흡연할 확률이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는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개인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흡연할 확률이 0.45 (95% CI =  

0.33-0.62)로 낮아졌다. 남성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흡연

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

자 26.37%).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남성은 흡연경험자의 41.47%가 고등

학교 졸업, 44.40%가 대학교 졸업이었으며, 여성은 흡연경험자의 

45.75%가 고등학교 졸업, 34.83%가 대학교 졸업이었다. 부모님의 교육

수준에서는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부터 경험자의 비율이 미

경험자보다 적었고 반면 여성은 중학교 이상에서부터 경험자의 비율

이 더 높아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있었다.

Figure 3은 흡연경험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흡연관련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결혼한 사람이 흡연할 확률은 남성은 

2.62 (95% confidence interval, CI =2.32-2.95)배인데, 여성은 0.72 (95% 

CI = 0.62-0.84)배로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개인 교육수준에서 중학교 

졸업한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

람이 흡연할 확률이 남성은 0.56 (95% CI = 0.44-0.71)배인데, 여성은 

1.81 (95% CI =1.42-2.30)배로 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

인 사람은 0.49 (95% CI = 0.38-0.62)배로 흡연할 확률이 강하게 더 줄어

들었다. 아버지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일 때는 흡연할 확률이 남성

은 0.44 (95% CI = 0.35-0.54)배, 여성은 2.04 (95% CI =1.59-2.63)배, 대학

교 졸업 이상일 때 흡연할 확률이 남성은 0.35 (95% CI = 0.28-0.44)배, 

여성은 1.80 (95% CI =1.37-2.36)배로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어머니 

교육 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흡연할 확률이 남성은 0.70 (95% 

CI = 0.56-0.87)배, 여성은 1.83 (95% CI =1.44-2.32)배, 고등학교 졸업 이

Figure 2. Distribution of the smoking Initiation age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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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moking experience by gender difference

Variables Category

Male (n=8,685) Female (n =11,289)

Inexperienced 
(n=1,937)

Experienced 
(n=6,748) p-value*

Inexperienced 
(n=9,689)

Experienced 
(n=1,600) p-value*

n W% n W% n W% n W%

Age (y) 36.55±14.89 43.98±14.32 <0.001* 42.51±14.14 37.21±12.44 <0.001*
BMI (kg/m2) 0.025 0.049

<18.5 57 3.36 184  3.08 584 6.86 120 8.73
≥18.5, <23.0 647 33.73 2,076  30.20 4,606 49.57 756 48.10
≥23.0, <25.0 505 25.34 1,725  24.97 1,959 19.20 289 17.26
≥25.0 728 37.57 2,763 41.75 2,540 24.37 435 25.92

Marital status 0.430 <0.001
Single 828 51.81 1,475 29.14 1,742 23.28 397 29.56
Married 1,109 48.49 5,273 70.86 7,947 76.23 1,203 70.44

Housing ownership 0.575 <0.001
No 569 32.30 2,033  33.46 2,682 29.53 842 53.49
Yes 1368 67.70 4,715 66.54 7,007 70.47 758 16.51

Economic activity status <0.001 0.3473
No 551 28.94 1,495 9.47 4,094 42.08 715 43.55
Yes 1,386 71.06 5,253 80.53 5,595 57.92 885 56.45

Household income 0.151 <0.001
Quartile 1 214 9.80 881 10.60 1,069 9.57 242 13.58
Quartile 2 411 21.55 1,609 23.00 2,257 23.17 466 29.24
Quartile 3 584 30.67 1,993 31.76 2,975 31.58 499 30.82
Quartile 4 728 37.97 2,265 34.64 3,388 35.68 393 26.37

Personal level of education <0.001 <0.001
≤Elementary school 135 3.68 3.68 6.53 1,274 9.84 155 6.93
Middle school 83 2.86 629 7.61 777 7.11 145 8.49
High school 740 41.99 2,608 41.47 3,586 39.07 752 45.75
≥University or college 978 51.47 51.47 44.40 4,052 43.99 548 34.83

Father’s level of education <0.001 <0.001
No education 193 6.24 1,009 10.78 984 8.35 117 5.32
Elementary school 452 19.92 19.92 29.84 3,118 30.25 368 21.72
Middle school 248 12.39 1,068 17.05 1,641 17.01 299 17.73
High school 589 35.56 1,541 26.71 2,466 27.46 529 35.79
≥University or college 455 25.88 25.88 15.62 1,480 16.94 287 19.43

Mother’s level of education <0.001 <0.001
No education 281 9.37 1,445 15.85 1,808 15.62 199 9.68
Elementary school 519 22.94 22.94 35.66 3,684 35.78 493 29.14
Middle school 259 14.06 999 16.60 1,473 16.03 284 18.17
High school 601 37.06 1,382 24.88 2,053 24.22 492 33.91
≥University or college 277 16.57 16.57 7.01 671 8.36 132 9.10

Frequency of drinking per week <0.001 <0.001
0-1 1,536 81.13 3,846 57.53 8,538 87.76 1,105 67.97
2-3 322 15.63 1,877 28.74 948 10.12 346 22.16
4-7 79 3.23 1,025 13.73 203 2.12 149 9.87

Passive smoking in home <0.001 <0.001
No 1,800 91.86 5,936 87.99 8,445 87.16 1,249 77.82
Yes 137 8.14 812 12.01 1,244 12.84 351 22.18

BMI, body mass index; W%, Weighted %.
Age was shown as mean±standard error and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complex samples t-test.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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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흡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 결혼한 사람일수록, 모두 일주일 음주 빈도가 많아질수

록, 간접흡연 노출할수록 흡연할 확률이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의 흡연 

특징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의 C통계량은 남성은 0.707, 여성

은 0.734이었다. 연구대상인 남성과 여성의 N 수가 크므로, 다중로지스

틱 회귀분석 모형이 적합함을 Calibration plot을 통해 확인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흡연경

험 관련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부의 효율적 흡연규제정책과 금연

사업구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시작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의 흡연관련 요인이 흡연습관

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는 전제로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흡연관련 요인에서 남녀가 같은 경

향을 보이는 요인과 남녀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요인이 뚜렷하게 나

누어 진다는 점이다. 먼저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가정 내에서 간접흡

연의 경험이 있을수록 남녀 모두 흡연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았고, 자

가주택을 소유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흡연

경험의 확률이 적었다. 이 요인들은 모두 남녀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

였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흡연경험이 적었으며[19], 음주빈도와의 관계에서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남녀 모두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

는 사람이 흡연을 더 할 가능성이 높았고[20],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비흡연자에 비해 남녀 모든 흡연자들의 음주빈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나[21]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였다.

가정 내에서의 간접흡연 또한 간접흡연에 노출된 남녀 모두 흡연할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어[22]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교육 정도와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의 관계는 남성은 음의 용량반응관

계를 보였고 여성은 양의 용량반응관계를 보였다. 남성은 부모님 모두

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흡연경험 가능성이 감소하는데, 여성은 부모

님의 교육 정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서 흡연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흡연시작 연

령에 뚜렷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 커서 여성들이 흡연을 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

워서 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9].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나

라 여성 흡연경험 비율이 남성과는 상반되게 부모의 교육수준과 비례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더 교육받은 부모들이 ‘여성의 낮은 사회·경

제적 위치로 인한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반감’에 대립하면서 여성 

흡연에 더 관대하게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 이러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닐

까 생각된다.

대상자 자신의 교육 정도에 따른 흡연경험 가능성도 남녀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초등학교 교육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Table 2.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for characteristic according to experi-
ence of smoking by gender difference

Variables Category
Male Female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Age (per a year) 1.02 (1.01-1.03) 0.96 (0.95-0.97)
Marital status

Single 1.00 (Ref.) 1.00 (Ref.)
Married 1.28 (1.07-1.54) 1.53 (1.21-1.94)

Housing ownership
No 1.00 (Ref.) 1.00 (Ref.)
Yes 0.81 (0.70-0.93) 0.47 (0.41-0.54)

Economic activity status
No 1.00 (Ref.) 1.00 (Ref.)
Yes 1.32 (1.11-1.56) 0.95 (0.83-1.09)

Household Income
Quartile 1 1.00 (Ref.) 1.00 (Ref.)
Quartile 2 0.96 (0.75-1.24) 0.75 (0.58-0.97)
Quartile 3 0.99 (0.78-1.27) 0.62 (0.48-0.80)
Quartile 4 0.90 (0.70-1.16) 0.56 (0.43-0.74)

Personal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0 (Ref.) 1.00 (Ref.)
Middle school 1.87 (1.26-2.77) 1.13 (0.83-1.55)
High school 1.38 (1.01-1.89) 0.75 (0.55-1.01)
≥University or college 1.03 (0.76-1.41) 0.45 (0.33-0.62)

Father’s level of education
No education 1.00 (Ref.) 1.00 (Ref.)
Elementary school 1.10 (0.81-1.50) 0.91 (0.66-1.26)
Middle school 1.32 (0.93-1.88) 1.08 (0.75-1.54)
High school 0.99 (0.69-1.42) 1.36 (0.93-1.98)
≥University or college 1.10 (0.75-1.61) 1.48 (0.97-2.26)

Mother’s level of education
No education 1.00 (Ref.) 1.00 (Ref.)
Elementary school 1.18 (0.90-1.54) 1.21 (0.91-1.62)
Middle school 1.15 (0.82-1.60) 1.26 (0.90-1.78)
High school 0.97 (0.69-1.36) 1.29 (0.89-1.87)
≥University or college 0.73 (0.50-1.08) 1.03 (0.67-1.60)

Frequency of drinking per week
0-1 1.00 (Ref.) 1.00 (Ref.)
2-3 2.37 (2.02-2.77) 2.56 (2.17-3.02)
4-7 4.24 (3.16-5.68) 5.11 (3.90-6.70)

Passive smoking in home
No 1.00 (Ref.) 1.00 (Ref.)
Yes 1.86 (1.48-2.33) 1.73 (1.46-2.0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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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흡연경험 확률이 적은 반면 여성은 확률이 더 높았다. 교육

의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인지한 여성들이 ‘흡연에 대한 인

식’을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19개의 유럽국가 여성의 흡연경험과 사

회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보면 여성의 교

육수준의 형평성에 따라 흡연경험률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23]. 본 연

구에서는 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교육정도와 흡연경험률이 달랐지만, 

우리나라 남성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반적인 현상은 상대적으로 교육

정도가 낮은 여성들이 흡연경험이 높았다[24]. 또 대만에서의 흡연행

동에 관한 다른 연구를 보면 교육정도에 따른 남녀의 흡연율은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대학 졸업자들이 흡

연율이 낮았고, 반면 고등학교 졸업한 대상자들이 가장 흡연율이 높

았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시작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의 흡연율 증가는 사회적 여성의 역할의 변화와도 연관성

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Giskes et al. [25]는 1985-2000년 사이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흡연의 추세를 보았는데, 영국의 남성

은 전반적으로 흡연율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국의 여성은 교육수

준이 낮은 그룹에서 흡연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비록 위의 연구는 

1990년도 후반의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흡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흡연 현황에 맞추어 고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흡연경험의 관련성

을 단면적으로 보아 각 교육수준 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흡연율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1990년도 후반 영국에서 낮은 교육 수준의 여성

의 흡연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

는 현시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

준별 흡연율의 변화를 조사해서 어느 그룹에서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

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여성의 흡연율을 감소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

가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흡연과 교육의 연관성이 유의미함은 밝혀져 

있다. 다만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남녀 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대

표적인 국가금연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예

방사업’과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금연지원

사업의 분야를 보면 학교흡연예방사업, 보건소 금연사업, 금연상담전

화, 병·의원 금연치료, 지역금연지원센터, 군·의경 금연지원사업 등이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사업이 있고, 성인은 모두 금연지원사업이라는 점과 거의 대

부분의 사업이 남녀 유사한 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흡연

자를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사업은 주로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청소

년의 경우에는 흡연권유를 거절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반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은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9년 우리나

라의 여성의 흡연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있지만[26], 여성 흡

연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가설문 응답에 비해 소변 내 코티닌 

성분 측정을 통한 여성흡연율은 2.36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7]. 여성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남녀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에서 벗어나, 흡연시작 연령이 장년기까지 지

속되는 여성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만을 위한 흡연예방프로그

램’이 개발되어 국가금연지원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관련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기

간이 2007-2018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의 자료로 대규모 연구대상으

로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의 차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연구

의 제한점이 있다. 또한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여성들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흡연시도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지 못

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가운데 하나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남녀 각각의 흡연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흡연경험유무에 따른 남녀의 흡연관련 요인과 

흡연관련 요인이 성별에 따라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0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 관련 요인의 차이점’

을 분석하여 정부의 효율적인 담배에 관한 정책적 규제와 사업을 구성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 흡연 경험자의 흡연관련 특

징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음을 밝혀주었다. 우리나라의 금연교육과 금

연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금연지원사업에 남녀의 차별화된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교육과 치료 사업을 도입시켜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

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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