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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우리와 늘 함께 동행 하시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보건 실무자로써 늘 한계와 부족을 느끼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천

해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시작한 대학원 입학이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저의 꽃 같은 청춘에 배움의 시간은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주셨던 여러분들께 부족하지만 글을 통하여 감사함을 전달하고

자 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넓은 세상을 열어주신 김희진 지도 교수님!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경기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교육으로 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좀 더 해야 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학업이 그 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 교수님께 사랑받으며 지도 받게 될 학생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늘 많은 학생이지만 신뢰와 믿음으

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 북돋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섬세한 지도는 

논문 작성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받은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앞

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라는 말씀으로 배움의 자세를 

몸소 실천하시는 지선하 교수님! 교수님, 그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배움을 실

천하는 제자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자·연구자로서의 희망

을 품도록 격려해 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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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통계에 대한 카리스마 넘치는 박소희 교수님의 가르침은 매학기 통계 

쫓아가는 학생으로 만드셨고 아직은 여전히 어려운 통계이지만, 언젠가는 편안

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믿음을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 할 때마다 교수님 가르침 들으려고 노력 할 생각입니다. 

부디 내치지 마시고, 어여쁜 제자에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입학의 영광과 졸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고일

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 인생의 멘토이자 늘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고민

하여 주시는 이숙정 카톨릭대학교 교수님, 간호사로써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시는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님, 지역사회간호 실무의 재미를 처음 느끼

게 해주신 송미숙 아주대학교 교수님, 안영란 보건간호사회 경기지회장님, 바

쁘신 가운데 부족한 논문 완성에 아낌없는 조언을 선물해 주신 온일상 서울대

학교 통계학과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장 생활 중에도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며 격려해주신 구

성수 하남시 보건소장님, 학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오주삼 성

남시 중원구 보건소장님,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 는 믿음을 주신 안승철 시흥

시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신임공직자를 애정하여 주신 함진경 여주시 보건소

장님, 모든 면에서 근면 성실한 노력을 본 받게 해주신 윤경택 의사선생님, 늘  

‘지영씨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늘 격려해주신 이주윤 과장님, 주님의 축복

으로 늘 기도로 함께하여 주신 김애숙 팀장님, 직장의 멘토로써 늘 응원해주신 

박은숙 팀장님, 바쁜 업무 중에도 학업을 이룰 수 있게 큰 힘을 보태주신 김선

영 팀장님, 지역사회 현황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경기도청 민영희 주무관님, 

박영숙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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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기댈 언덕이자 나의 베프 윤아언니, 아낌없는 칭찬과 함께 용기

주시는 유인순 주무관님, 진심어린 걱정과 용기를 준 미선언니, 드러내지 않지

만 언제나 최고의 지원자 문희,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응원해주는 현선, 늘 

성실한 모습으로 나를 뒷받침 해 준 연주샘, 서로 격려하며 우정과 즐거운 추

억 쌓은 보대원 연세패밀리 및 14학번 미엘, 선경, 윤정, 은지, 지향, 효영, 유

미, 은나언니, 성자언니, 미옥언니, 미실언니, 재하, 연정, 15학번 보균님, 13학

번 연우 선배님, 대학시절 동거 동락하며 함께한 나원언니, 철현, 정화, 정희, 

애경, 논문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신양면 지원해주신 조교 새미님과 

주은님, 평생 내 벗으로 남아 줄 믿음의 친구 임주영, 김주영, 해진, 혜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큰 응원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훈이, 진이 언제나 아들부

부의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시어머님, 하늘에서 함께 하시는 시아버

님, 듬직한 해람, 꼬마숙녀 해솔, 곁에서 살뜰히 살펴주지 못하는 엄마이지만 

엄마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친구 같은 나의 사랑하는 보물 같은 딸 

은채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늘 많은 아내이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고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주신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는 부진한 

아내를 위해서 늘 전액 장학금으로 행복을 선물해 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석사

학위 논문 완성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면에 미처 남기지 못한 많은 분들께 죄송하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정 내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6년 7월

박 지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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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개인과 지역 특성에 따른 흡연 관련 요인

연구배경 및 목적

  흡연은 주요 사망 원인의 위험요인으로 흡연자 절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흡연의 피해는 개인을 조기에 사망하게 한다는 점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경제

적 손실 및 의료비용을 상승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기존 흡연 관

련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는 지역의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자세

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 관련 요인을 개인과 지역 수준 

변수를 함께 분석하여 흡연율 개선을 위한 금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응한 경기도민 4만 1,192명을 대

상으로 하며, 이 중 19세 미만 644명과 흡연여부 미기입자 2명을 제외한 4만 

546명(98.43%)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개인의 흡연을 개인 수준 요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행태적)과 지역 수준 요인(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 금연클리닉 등록률)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수준 로지스

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SAS PROC 

GLIMMI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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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개인 수준 요인은 여성, 고령, 교육

수준과 월 소득액이 높은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을 실천, 아침식사를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경우 흡연군에 속할 위험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에서 

판매서비스직이나 기능원 그리고 현재 음주군이 흡연군에 속할 오즈비는 높았

다. 지역 수준 요인 중 지역박탈지수가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함께 고려한 모델에서는 성별, 교

육수준, 월 소득액, 직업, 음주, 신체활동, 아침식사일수, 비만지수, 지역박탈지

수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결론 

  흡연율은 개인 수준 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박탈지수와 같은 지역 수준 요인

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지역 간, 소득수준 간 흡연율 차이를 줄이고 흡연의 사

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 양 수준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흡연 관련 요인에 대해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 변수

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한 최초의 연구이며 개인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 흡연율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금연사업 모니터링, 평가 지표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간 흡연율 불평등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핵심어 : 흡연, 건강형평성, 금연정책, 경기도, 보건소, 다수준 분석, 지역박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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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주요 사망원인의 위험요인으로 흡연자 절반

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전 세계 매년 약 6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

병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정의하였다(WHO, 

2004).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총 흡연 관련 사망자수는 

10만 5,235명으로 같은 기간 질병 원인 별 사망 이유 중 가장 큰 규모를 보

였다(지선하, 2006). 질병별로 살펴보면, 남성 폐암 사망 80%, 여성 폐암 사

망 50%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America Cancer Society, 

2013). 이와 같이 흡연의 피해는 개인을 조기에 사망하게 한다는 점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의료비용을 상승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

하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더욱 심각한 점은 여러 나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수준과 기대수명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소득, 교육 기회, 지역 차이 등 사

회경제적 인구집단별로 사망률 격차가 일관되게 나타남으로 건강수준 불평등

은 심화되어 왔다(권정옥, 2015; 김동진, 2013). 흡연율 역시 사회경제적 위

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영국에서도 소득,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

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흡연율이 높고 금연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흡연

은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여요인으로 보고 되었다

(Bobak et al., 2000). 흡연율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 이를 흡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moking) 

또는 흡연 불평등(inequalities in smoking)이라고 한다(Kunst, 2004).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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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흡연자의 약 80%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WHO, 

2004). 지난 30년 동안 남성 흡연율은 약 10% 감소했는데 중·저소득 국가보

다 고소득 국가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Erikson et al., 2015). 저소

득층일수록 담배를 구입하는데 높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담배는 저소

득층의 빈곤을 악화시킨다.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점차 커지면 향후 만

성질환 및 사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6). 고소득

층에서 큰 폭으로 흡연율이 떨어지는데 비해 저소득층에서는 흡연율이 상대적

으로 적은 폭으로 하락하여 흡연율 하락에 있어서도 흡연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김혜련, 2009).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비(非) 저소득층에 비하여 높고, 이

들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非) 저소득층과 다르다(Kunst et al., 

2004). 국내에서도 이러한 흡연에 대한 불평등 양상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

진 바 있다(강영호, 2006; 김혜련, 2009; 김동진, 2013). 최근 건강수준의 불

평등 심화에 따른 건강형평성 제고에 대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국제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건강형평성을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

타나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구분된 체계적이고 잠재적

으로 교정이 가능한 인구집단 또는 인구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 정의하

였으며(Macinko, 2002) 건강형평성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회라는 인권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Braveman et al., 2003). 세

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는 1999년 ‘건강 21(Health 21)’을 포괄적 국가 

보건사업의 지침으로 발간하였으며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for all policy)'

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국가

들이 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즉, 건강형평성의 제고는 ‘스스

로 건강관리 및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건강개념을 적용’한 건강증진의 기본 이

념이다(보건복지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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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화하여 실행한 나라는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1992년 블랙보고서(The 

Black Report)에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의 건강 불평등

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1997년 영국 정부는 애치슨 보고서를 통해 건

강형평성의 해결을 위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총괄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것

은 ‘2010년까지 기대여명이 가장 낮은 하위 5분위 지역과 인구 전체집단 간

의 기대여명 불평등 10%감소’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하고 2003년 구체적 실

행 계획으로 중앙 및 광역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

정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03). 영국의 건강형평성 사업 평가를 수

행하였던 Marmot은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Fair Society, Health Lives)’이

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공정한 사회 및 비례·보편 원칙을 강

조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의 건강형평성 정책은 사회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

책이었다(최용준, 2012). 미국에서도 총괄 목표의 하나로 ‘건강형평성을 달성

하고 격차를 해소하며 모든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킨다(Achieve health 

equity, eliminate disparities and improve the health of all group.).’를 국

가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

고 2005년부터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총괄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건강형평성은 사회정의 뿐만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

련하여 최근 보건정책의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최용준, 2012). 이 중 

금연분야의 건강형평성과 관련한 구체적 지표로는 성인흡연율의 지역간, 소득

간 차이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Health Plan 2020, 이하 HP 2020)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불

평등 뿐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 완화에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형평성을 주제로 다루는 대다수 연구들은 주로 개인수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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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교육, 건강행태 등의 변수들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한 연구들

이거나 지역의 금연사업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지역 수준의 

연구가 대다수였다(송태민, 2007; 김잔디, 2013). 그러나 개인의 흡연 여부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에 의한 건강결정요인의 영향이 크다(Green 1994; 

Diez-Roux, 2000; 보건복지가족부, 2008).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 환경

과 개인의 건강행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함께 분석하여 다양한 요인과 

효과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다수준 분석’이다. 

다수준 분석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분

리해서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 그동안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이재열, 2007; 신상수, 2015) 최근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다룬 연구들 중 다수준 분석 방법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창석, 2006; 조

수경, 2012; 김길훈, 2013; 배은경, 2014; 정영종, 2015). 흡연과 관련된 연

구에서도 다수준 분석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지역의 금연 정책 효과와의 관련성 연구는 많지 않아 앞으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지혜, 2014). 

우리나라는 1992년 70%가 넘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근 40%대로 획기

적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P 2020년 남성흡연율은 29.0%에 크

게 못 미치는 43.1%(국민건강영양조사, 2014)에 그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 남성흡연율이 가장 높은 몇 개 나라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1).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남자 현재 흡연율은 43.6%로 

서울의 39.6%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5). 2008

년부터 2014년까지 경향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보다 경기도가 흡연율이 지

속적으로 높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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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8-2014년 경기도 흡연율 경향.

* 자료 출처 :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2014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단일 시·도1) 지역이다. 최

근 국내 인구이동 추이2)에서 서울에서 경기로 유입되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

가하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경기도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금연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흡

연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전체 44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2014년 기

준으로 연간 약 31천 건을 금연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경기통계연보, 2014), 

금연결심자는 연간 약 9만 9천명, 6개월 금연성공자수는 약 3만 9천명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014)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을 지

1) 우리나라 2014년 인구는 전체 5만 424천명(2014년 기준)이며, 경기도는 12만 281천명(전체의 24%), 

서울 9만 891천명(전체의 20%)임(자료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 서울에서 경기로 유입되는 인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2만 4천 건으로 2014년 1만 6천 건에 비하여 

전년대비 150% 상승 됨(자료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1인유입건수 - 연도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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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금연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계량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이 어려웠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HP 2020의 

금연분야 건강형평성 지표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실제 

지역사회 금연사업 평가 측면에서 접근한 국내 선행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경기도의 44개 시·군·구의 지역 환경적 특성과 

금연 정책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 흡연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흡연율 개선을 

위한 금연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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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 특성에 따른 흡연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흡연율 개선을 위한 금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행태와 지역 수준인 금연정책, 금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개인 수준에서 흡연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지역 수준에서 흡연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흡연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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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금연지원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산화탄소를 측정한 후 개인별 니코틴 대체제 등을 처방한다. 또한 금연상담

전화, 온라인 금연상담 채팅, 페이스북을 통하여 금연을 지원하며 금연에 도

움이 되는 정보와 금연키트(Quit Kit)도 제공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금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ABC’ 단계를 거처 보건의료전문가

들이 금연 지원을 돕는데 흡연에 대하여 묻고(Ask), 금연을 권유하고(Brief 

advice),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Cessation support)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서비스로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는 흡연 환자의 90% 이상이 간단

한 금연 권고 및 금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의사들이 니코틴 대체 제품

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치료 약물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 이란에서는 담

배법 제9조(The Tobaccco Act)를 통해 금연상담서비스를 일차의료서비스에 

포함하고 금연 및 치료를 위해 활동하는 NGO들을 지원한다. 현재 150개의 

금연클리닉이 일차의료서비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무료 금연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금연 정책은 1986년 담배전매법 제정으로 담뱃갑 경고문

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흡연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었다. 금연구역 지

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이 대표적

인 정책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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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설치되었다. 1997년에 건강증진 기금 운용이 개시되었다. 이때 건강증

진부담금은 궐련 1갑당 2원씩 부과되었으며 이는 2002년 150원, 2005년 

354원, 2015년에 841원으로 증가했다. 

2004년 전국 10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설치되었다. 운영은 표준 상담 프로토콜로 개발

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6개월 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행동

요법과 약물요법을 제공했다(송태민, 2008). 또한 일부지역 금연상담전화 서

비스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전국 단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로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컨텐츠 DB를 구축하고 인터

넷 및 모바일의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조례에 의한 과태

료 부과기준이 강화되었다. 2012년에는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건강증진

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2014년에는 담뱃값이 인상되고, 금연구역이 전면 확

대 되면서 금연광고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활용 하는 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

개하였다(Tobacco Control, 2015). 2015년은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후 20년

이 흐른 해로써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9천 

4백 억원 증가한 약 3조원이 건강증진기금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건강증진기

금 중 금연사업에 배분된 예산만 2014년 115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년은 국가차원의 금연사업 전략수립과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는 원년의 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입법 예고 등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적인 환경조성과 동시에 확

대된 인프라들을 금연지원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과제를 시작하는 해

이기도 하다(정주연, 20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경기지역은 국립암센터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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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금연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던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는 ‘금연캠프’를 운영하여 병원

에 입원하여 금연에 대한 집중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일반흡연자를 대상으

로는 2일 이상의 전문 금연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으로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치료도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12주 기간 동안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6).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으로는 ‘건강도

시’ 사업이 대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도시를 ‘물리적·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

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2004). 건강도시의 목적은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의 목표를 달성하려는데 있다. 건강도시 개념은 1977년 세계보건기구의 알마

아타 선언과 1980년대 신공중보건운동(New Public Health)의 시작을 기점으

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개념

이 탄생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 현재 유

럽뿐 아니라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서태평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참여하여 전 세계 일 천 여개 도시가 이를 시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경기도 과천시가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을 계시로 2015년 9월 기준 정회원 81개 도시, 준회원 10개 기관

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KHCP)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13; 대한민국건강도시, 

2016). 건강도시의 시행은 개인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공공정책과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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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강화하는 의미하며 건강도시를 측정하는 척도는 ‘건강을 모든 공공정책

에서 고려하고 있는가’ 이다. 건강도시는 지방정부의 건강 정책에 대한 의지

와 참여의 의미이다(박윤형, 2014). 



- 12 -

2. 흡연과 다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는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이란 개인 생활습관의 개선 및 생활습관이나 건강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연구는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의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수준의 흡연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낮은 교육과 소득수준, 육체직 노

동 종사자에서 흡연율이 높으며(Frenandez, 2001; 강영호 2006) 연령, 취업, 

종교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이태진, 2006). 이에 비해 지역 수준 요인으로는 Macintyre, 

Ellaway, Cummins(2002)가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공유하는 물리적 환경 

특성, 가정이나 일터, 놀이 공간의 건강한 환경,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 사회

문화적 특성과 지역에 대한 평판'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Macintyre et al., 2002). 각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물리적 환경 

특성은 녹지 접근성, 교차로밀도, 토지이용 혼합도, 도로연결성, 아파트 밀도, 

거주지역, 인구밀도 등이며 두 번째는 공공 혹은 민간서비스의 노인여가 시설 

수, 의료 인력 수, 병상 수, 보건의료 자원 수, 사회복지 보건예산, 복지예산 

비율, 버스정류장 접근도 등으로 세분화 된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특성으

로 물질결핍지수, 지역박탈지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범죄율, 자원봉사자 비

율 등이다. 넷째로 지역에 대한 평판은 지역사회 만족도, 거주환경 만족도, 인

지된 지역 안전성 등 이며 마지막으로 기타는 연령보정 사망률, 표준화 사망

률, 지역주민 이동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범주의 구분이 모호 할 수 

있음을 유형 분류의 한계점으로 밝히고 있다(신상수, 2015). 또한 국내에서는 

서울지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흡연과 지역별 금연사업의 효과 평가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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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지역 수준 요인으로 평균 연령, 평균 연간소득, 평균 

학력, 남성 비율이 변수로 사용되었으나 이들 지역수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흡연의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지 못하였다(이지혜, 2013).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맥락효과는 개인 특성에 관

련하지 않고 지역 영향을 이야기 하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지표

(composite index)는 지역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타나내는 변수로 재구성되

는 변수들이다. 대표적인 예는 박탈지표(material deprivation index)이다. 물

질적 박탈지표는 타운센트 지표(Townsend index), 카스테어 지표

(Carstairs-Morris index), 자만지표(Jaman's index) 등이 있다(한국건강형평

성학회, 2008). 그 중 2002년 Macintyre 등의 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 특성

으로 꼽았던 지역박탈지수는 국내 연구에서도 지역 수준 변수로 많이 활용되

어왔다(김길훈, 2013; 배은경, 2014, 신영전, 2009).

지역박탈지수(Social deprivation index)는 지역수준에서 건강불평등을 설명

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미충족을 의미하며(신영전, 2009)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하고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환경이 좋

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탈지수와 행복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박탈지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길훈, 2013). 이와 같이 지역박탈

지수는 지역수준 변수로써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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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2014)
경기도 44개 시·군·구,  41,192명

개인수준변수 지역수준변수

인구학적특성

성별, 연령
    

지역박탈지수

사회경제적요인

가구소득, 직업, 교육수준,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

건강행태요인

흡연, 음주, 아침식사 일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여부 , 

체질량 지수, 평균수면

금연클리닉 등록률

개인 수준 변수에 따른 흡연 관련 요인 분석 지역 수준 변수에 따른 흡연 관련 요인 분석

기초모델 

모델 1 : 개인 수준 변수만을 적용한 모델  

모델 2 : 지역 수준 변수만을 적용한 모델

모델 3 : 개인과 지역 변수를 모두 적용한 모델

흡연의 관련요인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2). 

그림 2. 연구모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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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 통계 승인된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수행 체계를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 

통계를 생산하였으며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개인설문조사와 가구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개인조사부분의 가구조사의 가구소득과 건강행태인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

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유형 자료를 협조 

받아 표본추출틀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별 평균 900명이 조사될 

수 있도록 표본 추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이 지

역 주민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사용하여 결과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응한 경기도 44개의 각 시·

군·구에 속하는 4만 1,192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19세 미만 644명과 흡연

여부 미기입자 2명을 제외한 4만 546명(98.43%)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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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개인수준 변수로 사용하는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문항

으로 성별, 연령, 가구소득(월소득액), 직업, 교육수준, 흡연, 음주, 중등도 이

상 신체활동, 아침식사 일수, 신장, 체중, 평균 수면 시간이다(표 1). 지역수준 

변수로는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 금연클리닉 등록률이다. 

표 1. 연구변수

분석차원 변수명 내용

독

립

변

수

개

인

수

준

변

수

인

구

사

회

학

적

요

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가구소득 

(월소득액)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등,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기타(학생, 무직, 주부)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무학

건

강

행

태

요

인

음주
현재 음주, 과거 음주하였으나 현재 비음주, 

비음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여부
비실천, 실천

아침식사 일수 4회 이하, 5회 이상

체질량지수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평균수면시간 5시간 이하, 6-8시간, 9-10시간, 11시간 이상

지역 

수준 

변수

지역박탈지수
과잉밀집율 등 9개 하위 항목의 Z-score를 

합산한 값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
지자체 별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

금연클리닉 

등록률

19세 이상 흡연인구 대비 지역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종속변수 흡연 양상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비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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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흡연

흡연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 흡연은 자기기입 식으로 작성한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라

는 질문에 4개 범주(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 피웠으나 현재 비흡연, 비흡

연)로 구분된다. 종속변수는 개인의 흡연 여부이며 ‘현재 흡연을 하고 있음’과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음’ 이분형 구조이다. 흡연자의 경우 현재 흡연여부

의 ‘매일 피움’, ‘가끔 피움’ 의 변수를 흡연자로 분류하고, 비 흡연자의 경우 

현재 흡연 여부의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과 ‘비흡연’으로 나누

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나.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는 2009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정책과제로 건강증

진사업지원단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되었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

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 연구의 ‘한국형 사회박탈지표 하위구성지표’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이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

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구성 하위변수는 9개이며 변수 정의는 표 2과 

같다(신영전, 2009; 윤태호, 2003). 

지역박탈지수의 산정은 각 변수의 값을 구한 후 각 변수의 영향력 보정을 

위해 Z-score로 변환한 후 합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부

록 1) 본 연구의 지역박탈지수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영전 등

(2009) 연구의 박탈지수와 비교하였다. 상관성 분석결과 두 박탈지수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8, p<0.001). 이에 박탈지수를 사용하는데 제

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2,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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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자동차 미소유 가구율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 비율

1인 가구율 혼자 사는 가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고졸 미만 교육수준 비율 25-64세 인구 중 고졸 미만 인 인구 비율

과잉 밀집율 방 하나에 1.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비율

사별 및 이혼율 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 또는 사별한 인구 비율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비율

열악한 주거 환경율
단독 부엌이 아님, 상수도가 없음, 

온수욕실이 없음, 수세식 화장실이 없음

전월세율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 소유가 아닌 가구 비율

표 2. 지역박탈지수 구성 하위 변수 정의

다. 건강도시 조례제정 여부

건강도시 조례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의 검색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례로 조사하였다(부록 2). 

라. 금연클리닉 등록률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입력 된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흡연인구수는 통

계청의 연도 말 만19세 이상 성인인구수에 지역별 흡연율을 곱하여 흡연인구

를 추정하였다. 금연클리닉 등록률은 만19세 인구 대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로 나누어 흡연인구 대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등록률을 산출하였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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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역구분 자료출처

흡연율
평택시 평택, 평택시 송탄

(2개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금연클리닉등록률
평택시 평택, 평택시 송탄

(2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지역박탈지수 평택시 (1개 시) 인구주택총조사

건강도시 조례 여부 평택시 (1개 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마. 기타

자료의 출처에 따라 지역의 구분이 다르게 구분되었다(표 3). 평택시가 평

택과 송탄 2개 보건소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개 보건소로 조

사되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평택시 1개 시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흡연율과 금연클리닉 등록률은 2개시를 1개 시로 합하여 평균으로 활용 하였

며 지역박탈지수와 건강도시 조례 여부는 1개 시 그대로 사용 하였다(표 3). 

표 3. 자료원에 따라 통합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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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 분석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수준분석을 통

하여 개인과 지역수준에서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은 위계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확장시킨 형태

의 통계 기법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을 분리해서 

그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으며 그 동안의 연구의 생태학적, 원자학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이재열, 2007) 개인수준의 종속변수가 개인과 

지역수준의 변수들에게 영향 받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도 하다(Bickel, 2007). 최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결정요인을 설명하거

나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다룬 연구들에게서 다수준 분석을 활용한 방법이 흔

하게 사용되고 있다(정민수, 2011; 조수경, 2012; 김길훈, 2013; 배은경, 

2014; 이지혜, 허태영. 2014; 신영전, 신상수, 우경숙. 2015; 정영종, 2015). 

다수준분석은 적절한 검정력 확보를 위하여 적어도 30개의 지역 수준과 각 

지역 수준에 30명은 있어야 0.9의 검정력을 갖으며(Kreft, 1996) 기초모델과 

연구모델로 구분이 된다. 기초모델은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수

준과 지역 수준의 분산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고, 개인과 지역 수준 분

산을 합하고 이를 지역 수준 분산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의한 분산 비율을 

산출한다. 이 값이 ICC(intra 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ICC 값이 클수록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이 존재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때 ICC 값이 5% 이상이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10% 이상이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델은 개인과 지역수준 변수를 각각 투입하는 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분산지역수준분산

지역수준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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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와 Model 2이며 개인과 지역수준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설명하는 

모델은 Model 3이다. 각 모델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기초모델을 기준으로 하

여 -2Res log likelihood 값의 변화로 모형적합도(Model fit)를 판단할 수 있

다. 모델에 대한 설명력은 기초모델의 분산에서 연구모델 각 수준 분산을 제

외하고 기초모델분산으로 나누어 각 수준의 설명력 즉, 분산의 변화율

(Percentage change in variance)을 산출 할 수 있다(김길훈, 2013). 

이러한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예측하는 것도 가능 한데, 2006년 Dai, Li 

and Rocke는 병원 계층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surgery, CABG)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계층적 로지스틱 회귀 모델(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modeling)을 적용하였다. 이때 SAS의 GLIMMIX ESTIMATE 구문을 사용하

여 병원 프로파일링(Hospital Profiling)을 위한 임의절편 모델을 추정하였다. 

이는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임의 절편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다른 계층이나 집

단 평균과 차이를 살펴 본 것이다. 여기서 추정값이 낮으면 개인의 CABG 효

과가 낮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반면에 추정값이 높으면 CABG 효과가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의 금연정책 효과를 알아보고자 각 행정구간 흡연율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여 금연정책의 지역적 효과 여부를 확인 한 연구를 시도했었다(이지

혜, 허태영. 2014).  

본 연구는 다수준 모형을 살펴본 후 개인과 지역수준의 모형을 이용하여 

시·군·구 별 차이와 흡연율을 비교하고 개인의 흡연 여부를 예측하였다. 특정 

시·군·구의 흡연율과 특정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의 흡연율의 평균

개인지역수준설명력기초모델분산

기초모델분산연구모델개인지역수준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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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는 방법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며 귀무가설은 아래와 같다. 

추정값의 지수 변화값은 특정 시·군·구와 나머지 시·군·구 흡연율 평균을 비

교 할 수 있는 도구로써 다른 시·군·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크다면 특정 시·군·

구는 나머지 시·군·구 평균 흡연율 보다 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수준의 변수가 모두 같은 조건이어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비하여 

흡연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특정 시·군·구 값이 다른 시·

군·구 값보다 유의하게 작다면 특정 시·군·구는 나머지 시·군·구에 비하여 흡

연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비하여 해당 시

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흡연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 

SAS GLIMMIX Procedure 사용은 다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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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GLIMMIX DATA=c.chs14_h_final;

CLASS sex agec educ income job drink pha_se breakfast BMIc sleep 

sigungu/ ref=first;

MODEL smoke_y(reference='0' ) = sex agec educ income job drink pha_se 

breakfast BMIc sleep/

  dist=binary link=logit solution oddsratio  intercept  ddfm=bw;

RANDOM sigungu;

ESTIMATE '가평군' |sigungu 4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divisor=44 df=43 or cl 

ESTIMATE '과천시' |sigungu -1 4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divisor=44 df=43 or cl 

ESTIMATE '광명시' |sigungu -1 -1 4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divisor=44 df=43 or cl 

……

COVTEST / WALD;

RUN;

표 4. GLIMMIX Procedure

본 연구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는 빈도 분

석(Frequency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

차(Standard deviation)를 계산하였다. 

둘째, 변수에 따라 흡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 

(Chi-squre test)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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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초모델은 거주 지역 차로만 발생하는 변이 크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축하였다. 

넷째, 모델 1은 지역 랜덤 효과를 포함하는 기초모델에 개인 수준 변인을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다섯째, 모델 2는 지역 랜덤 효과를 포함하는 기초모델에 지역 수준 변인을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여섯째, 모델 3은 기초모델에 개인과 지역수준 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구축

하였다. 

일곱째, 시·군·구 간 개인 흡연율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시·

군·구 흡연율과 특정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흡연율 평균을 

비교하는 시·군·구 프로파일링을 적용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개인 및 지역수준의 요인과 흡연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

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수

준 요인(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행태적요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의(지역박

탈지수,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 금연클리닉 등록률) 흡연 관련 요인을 연구 

분석하였으며 시·군·구 간 개인 흡연율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개인 흡

연 여부를 예측한 결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자료는 SAS 9.3(SAS Institute., Cary. NC. USA)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p<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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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

성별 남성 18,911 45.91 

여성 22,281 54.09 

연령 20-29세(청년기) 5,384 13.28 

30-49세(장년기) 17,681 43.61 

50-64세(중년기) 10,345 25.51 

65세이상(노년기) 7,138 17.60 

평균 ± 표준편차 47.46 ± 16.34 

Ⅳ. 연구결과

1. 개인수준의 요인

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7.46세이며, 연령별 분포는 30-49세(장년기) 

43.61%, 50-64세(중년기) 25.51%, 20-29세(청년기) 13.28%, 65세 이상(노

년기) 17.60%이였다(표 5).

표 5.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나.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500만원 33.13%, 100-300만원 32.69%, 500만

원 이상 22.36%, 100만원 미만 11.82%이었다. 직업은 기타(군인, 학생, 주

부, 무직 등)에 해당하는 자가 38.96% 가장 많았으며, 기능 · 단순노무직 종

사자가 18.60%, 관리자 및 전문가 등 15.92%, 판매서비스직 13.11%, 사무직 

11.0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39.35%, 대학교 이상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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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

가구소득 

(월소득액)

100만원 미만 4,776 11.82 

100-300만원 13,211 32.69 

300-500만원 13,390 33.13 

500만원 이상 9,035 22.36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등 6,552 15.93

사무직 4,563 11.09 

판매서비스직 5,394 13.11 

농어업 950 2.31 

기능원 관련 기능종사자 7,647 18.60

기타(학생, 무직, 주부) 16,026 38.96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15,478 37.63 

고등학교 16,185 39.35 

중학교 3,529 8.58 

초등학교 3,732 9.07 

무학 2,209 5.37 

초등학교 졸업 9.07%, 중학교 졸업 8.58%, 무학 5.37%이었다(표 6).

표 6.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다.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

대상자 중 비흡연자는 62.78%, 현재흡연자(매일 피움) 19.63%, 과거 흡연

하였으나 현재는 비흡연자 15.59%, 현재흡연자(가끔 피움) 2.00%였다. 음주

상태는 현재 음주자가 74.74%로 가장 많았으며 비음주자는 13.72%, 과거 음

주하였으나 현재 비음주는 11.53%였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의 비실천은 전

체의 67.70%, 실천이 32.30%, 주5회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69.16%였다. 체질량지수는 정상체중(18.5kg/m2이상 - 23kg/m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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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

흡연

매일 피움 8,084 19.63 

가끔 피움 823 2.00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6,423 15.59 

비흡연 25,860 62.78 

음주

현재 음주 30,783 74.74 

과거 음주하였으나 현재 비음주 4,752 11.53

비음주 5,652 13.72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실천여부

비실천 27,833 67.70 

실천 13,279 32.30 

아침식사 일수
4회 이하 12,696 30.84 

5회 이상 28,473 69.16 

체질량지수

저체중 2,687 6.52 

정상체중 18,555 45.05 

과체중 9,435 22.90 

비만 9,247 22.45 

고도비만 1,268 3.08 

평균수면시간

5시간 이하 6,885 20.29 

6-8시간 26,130 76.99 

9-10시간 836 2.46 

11시간 이상 90 0.27 

45.05%, 과체중(23kg/m2이상 - 25kg/m2 미만) 22.90%, 비만(25kg/m2이상 

- 30kg/m2 미만) 22.45%, 저체중(18kg/m2 미만) 6.52%, 고도비만(30kg/m2

이상) 3.08%이었다. 수면시간은 6-8시간 76.99%, 5시간 이하 20.29%, 

9-10시간 2.46%, 11시간 이상 0.27%이하라고 답하였다(표 7). 

표 7.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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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역박탈지수와 지역의 흡연율.

2. 지역수준의 요인

가.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와 지역별 흡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속형 변수인 지역

박탈지수와 흡연율에 대한 산점도는 아래와 같다.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일수

록 흡연율도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박탈지수와 흡

연율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 0.54580(p-value=0.000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그림 3, 부록 1).



- 29 -

그림 4. 지역별 지역박탈지수(1).

시·군·구간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박탈지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

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그림 5와 같이 확인하였다. 서울에서 거

리가 많이 떨어진 곳 일수록 즉, 외곽에 위치한 시·군·구일수록 지역박탈지수

가 높아지면서 흡연율도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서울과 인접 시·군·구 일수록 

옅은 색으로 지역박탈지수가 낮고 흡연율도 낮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

역박탈지수 가장 높은 곳은 가평군으로 7.78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가장 열악

하였고 양평군 7.23, 연천군 6.63 순 이었다. 반면, 용인시 수지구가 -8.49으

로 가장 낮아 사회경제적 환경이 가장 양호하였고, 용인시 기흥구 -6.21, 일

산시 서구가 -4.85 순 이었다(그림 4,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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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별 지역박탈지수(2).

지역박탈지수는 0을 기준으로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가평군(7.78)

과 가장 낮은 곳은 용인시 수지구로(-8.49)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큼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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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강도시 조례제정과 지역의 흡연율.

나.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

건강도시 조례제정 여부와 지역별 흡연율 관계를 살펴보았다. 범주형 변수

인 건강도시 조례제정과 흡연율에 대해서 그림 7와 같이 상자그림(Box plot)

를 그려 보았다.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 흡연율 평균 보다 조례

가 제정이 된 지역 흡연율 평균이 더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범

주형 변수인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흡연율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t-test를 

수행한 결과 평균의 차이가 –0.0126(p-value=0.2394)이며, 이것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이 있는 시군이 흡연율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6,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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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개수 (%)

소계 44 (100)

건강도시 조례 미제정 시·군·구 24 (55)

건강도시 조례 제정 시·군·구 20 (45)

지역별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의 일반적인 현황은 전체 44개 시군구 중 

24개(전체의55%)가 건강도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으며, 반면 20개(전체의 

45%) 시·군·구는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표 8, 부록 2). 기초자치

단체 단위로는 31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조례 제정된 지자체가 전체의 35%임).

표 8. 지역별 건강도시 조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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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금연클리닉 등록률과 지역의 흡연율.

다. 금연클리닉 등록률

연속형 변수인 금연클리닉 등록률과 흡연율에 대한 산점도는 아래와 같으

며, 금연클리닉 등록률과 흡연율에는 뚜렷한 경향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그림 7). 또한 연속형 변수인 금연클리닉 등록률에 대한 흡연율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관계수가 0.10073 

(p-value=0.5103)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7,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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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역별 금연클리닉 등록률과 흡연율.

19세 이상 흡연인구 대비 금연클리닉 등록률은 수원시 팔달구가 6.85로 가

장 높았고, 연천군은 6.28, 양평군 6.24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남양주시가 

2.13으로 가장 낮은 금연클리닉 등록률을 보였고, 수원시 권선구 2.79, 동두

천시 2.90 순 이었다(그림 8,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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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요인에 따른 흡연의 차이

가.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흡연의 차이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흡연의 차이가 있는지 가중치를 적용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령, 성별 항목에서 흡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은 매일 피움이 39.76%,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28.87%, 비흡연 27.98%, 가끔 피움 3.39%이었며, 여성은 비흡연 

93.58%, 과거흡연 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2.81%, 매일 피움 2.62%, 가끔 피

움이 0.99%였다. 

연령 군으로 비교했을 때, 20-29세(청년기) 비흡연이 69.97%, 매일 피움 

20.94%,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6.40%, 가끔 피움 2.70%이며, 

30-49세(장년기) 비흡연 57.45%, 매일 피움 25.24%,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

재 비흡연 14.64%, 가끔 피움 2.67%, 50-64세(중년기) 비흡연 56.78%, 매

일 피움 20.99%,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20.69%, 가끔 피움 1.54%, 

65세 이상(노년기) 비흡연 64.76%,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이 

24.57%, 매일 피움 9.65%, 가끔 피움 1.02%로 나타났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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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흡연의 차이

P- 

Value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 흡연

현재 비흡연
비흡연 소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성 7,467 39.76 600 3.39 5,807 28.87 5,037 27.98 18,911 100 <.0001

여성 617 2.62 223 0.99 616 2.81 20,823 93.58 22,279 100

연

령

20-29세 

(청년기)
1,018 20.94 131 2.70 329 6.40 3,906 69.97 5,384 100

<.0001

30-49세 

(장년기)
4,220 25.24 462 2.67 2,409 14.64 10,589 57.45 17,680 100

50-64세 

(중년기)
2,043 20.99 146 1.54 1,991 20.69 6,165 56.78 10,345 100

65세이상 

(노년기)
733 9.65 67 1.02 1,677 24.57 4,660 64.76 7,137 100

표 7.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흡연의 차이

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흡연의 차이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흡연의 차이가 있는지 가중치를 적용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항목에서 흡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무학에서 비흡연이 77.04%, 과거 하였으나 현재 비흡연이 12.95%, 매일 피

움 9.20%, 가끔 피움 0.80%, 초등학교 졸업이 비흡연이 67.15%, 과거 흡연

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7.41%, 매일 피움 14.51%, 가끔 피움 0.94%, 중학교 

졸업은 비흡연 60.69%, 매일 피움 20.76%, 과거 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7.07%, 매일 피움 20.76%, 가끔 피움 1.47%, 고등학교 졸업은 비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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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흡연의 차이

P- 

Value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 흡연

현재비흡연
비흡연 소계

빈도 %
빈

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
육
수
준

무학 187 9.20 16 0.80 275 12.95 1,730 77.04 2,208 100 <.0001

초등학교 527 14.51 40 0.94 612 17.41 2,553 67.15 3,732 100

중학교 688 20.76 44 1.47 612 17.07 2,185 60.69 3,529 100

고등학교 3,735 24.23 346 2.27 2,312 14.25 9,791 59.24 16,184 100

대학교 이상 2,934 20.45 376 2.58 2,602 17.20 9,566 59.78 15,478 100

소
득
수
준

100만원 미만 739 16.97 71 1.49 856 17.75 3,110 63.79 4,776 100 <.0001

100-300만원미만 2,914 23.82 273 2.37 2,026 15.54 7,997 58.27 13,210 100

300-500만원 2,676 21.48 281 2.30 2,041 15.87 8,391 60.34 13,389 100

500만원이상 1,602 19.13 187 2.13 1,393 15.76 5,853 62.99 9,035 100

직
업

전문행정관리 1,324 21.41 193 3.16 1,159 18.36 3,876 57.08 6,552 100 <.0001

사무직 1,034 24.71 124 2.93 793 18.03 2,612 54.34 4,563 100

판매서비스직 1,310 26.33 133 2.54 679 13.63 3,271 57.50 5,393 100

농어업 234 28.68 10 1.26 241 25.03 465 45.03 950 100

기능단순노무 2,673 37.02 157 2.12 1,579 21.11 3,238 39.75 7,647 100

기타 1,493 9.59 206 1.43 1,961 11.66 12,365 77.32 16,025 100

59.24%, 매일 피움 24.23%, 과거 하였나 현재 비흡연 14.25%, 가끔 피움 

2.27%, 대학교 이상은 비흡연 59.78%, 매일 피움 20.45%, 과거 하였으나 현

재 비흡연 17.20%, 가끔 피움 2.5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흡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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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흡연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건강 행태에 따라 흡연의 차이가 있는지 가중치 적용하여 카

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음주상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여

부, 아침 식사 일수, 체질량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 상태에 따른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음주의 경우 비흡연 55.79%, 매일 

피움 24.70%,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6.94%, 가끔 피움 2.57%이

며, 과거 음주는 비흡연 70.43%,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8.60%, 매

일 피움 10.04%, 비음주의 경우 비흡연 85.87%, 매일 피움 7.69%, 과거 흡

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5.69%, 가끔 피움 0.75%이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따른 흡연은 비실천하는 경우 비흡연이 

62.14%, 매일 피움이 21.13%,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4.67%, 가끔 

피움 21.13%이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비흡연 58.02%, 

매일피움 21.30%,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8.23%, 가끔 피움2.45%

이었다. 

아침식사일수에 따른 흡연은 일주일에 4회 이하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비흡

연 58.00%, 매일피움 27.45%,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1.67%, 가끔 

피움 2.89%이며, 5회 이상인 경우 비흡연 62.22%, 매일피움 17.96%,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7.99%, 가끔 피움 1.83%이었다. 

체질량 지수에 따른 저체중의 경우 비흡연자가 79.91%, 매일피움 11.34%, 

과거 흡연 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6.94%, 가끔 피움 1.81%이었고, 정상체중은 

비흡연 67.64%,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1.78%, 가끔 피움 1.91%, 

과체중은 비흡연 53.90%, 매일 피움 23.58%,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

연 19.89%, 가끔 피움 2.63%, 비만은 비흡연 49.24%, 과거 흡연 하였으나 

비흡연 22.38%, 가끔 피움 2.35%, 고도비만은 비흡연 56.81%, 매일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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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5.58%, 가끔 피움 2.60%이었다. 

수면시간 5시간 이하의 경우 59.96%, 매일 피움 22.27%, 과거 흡연하였

으나 현재 비흡연 15.52%, 가끔 피움 2.26%, 수면시간 6-8시간은 비흡연 

59.98%, 매일 피움 21.63%,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6.21%, 가끔 

피움 2.18%, 수면시간 9-10시간은 비흡연 66.30%, 매일 피움 16.97%,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4.11%, 가끔 피움 2.62%, 11시간 이상은 비흡연 

63.8%, 매일 피움 19.07%,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비흡연 14.97%, 가끔 피

움 2.14%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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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흡연의 차이

P- 

Value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 흡연

현재 비흡연
비흡연 소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음
주 현재 음주 7,210 24.70 741 2.57 5,194 16.94 17,637 55.79 30,782 100

<.0001

과거 음주 468 10.04 42 0.93 921 18.60 3,320 70.43 4,751 100

비음주 406 7.69 40 0.75 307 5.69 4,899 85.87 5,652 100

중
등
도
이
상

신
체
활
동

비실천 5,402 21.13 520 2.06 4,035 14.67 17,874 62.14 27,831 100

실천 2,664 21.30 302 2.45 2,384 18.23 7,929 58.02 13,279 100

아
침
식
사

일
수 4회 이하 3,311 27.45 351 2.89 1,427 11.67 7,607 58.00 12,696 100

<.0001

5회 이상 4,766 17.96 471 1.83 4,995 17.99 18,239 62.22 28,471 100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295 11.34 40 1.81 222 6.94 2,129 79.91 2,686 100

정상체중 3,228 18.66 342 1.91 2,214 11.78 12,770 67.64 18,554 100

과체중 2,057 23.58 212 2.63 1,844 19.89 5,322 53.90 9,435 100
<.0001

비만 2,211 26.03 201 2.35 1,955 22.38 4,880 49.24 9,247 100

고도비만 293 25.01 28 2.60 188 15.58 759 56.81 1,268 100

평
균

수
면

시
간

5시간이하 1,378 22.27 135 2.26 1,033 15.52 4,339 59.96 6,885 100

6-8시간 5,287 21.63 535 2.18 4,156 16.21 16,151 59.98 26,129 100

9-10시간 124 16.97 19 2.62 122 14.11 571 66.30 836 100

11시간이상 23 19.07 1 2.14 15 14.97 51 63.81 90 100

표 9.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흡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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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선 다음과 같이 다수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기초모델은 거주 지역 차로만 발생하는 변이 크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축하였다. 

둘째, 모델 1은 지역 랜덤 효과를 포함하는 기초모델에 개인 수준 변인을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개인 수준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 

소득액, 직업, 음주상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아침식사일수, 체

질량 지수, 평균수면시간 변수를 이용하였다.

셋째, 모델 2은 지역 랜덤 효과를 포함하는 기초모델에 지역 수준 변인을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지역 수준 요인으로는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조

례 제정 여부, 금연클리닉 등록률 변수가 이용되었다. 

넷째, 모델 3은 기초모델에 개인과 지역수준 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구축하

였다.

다섯째, 시·군·구 간 개인의 흡연율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시·군·구 흡연율과 특정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흡연율 평균

을 비교하는 시·군·구 프로파일링을 적용 하였다.

가. 기초모델

기초모델에서는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흡연율의 지역 간 분산은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변량으로써 0.02886이며(표준오차 0.007735) ICC값은 

0.0086961(0.87%)이었다. 모형적합도(Model fit)-2Res log likelihood는 

190279.4(P<.0001)이었다. 임의절편의 분산이 0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Wald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지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다수준 모델을 사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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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델 1

모델 1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개인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표 10).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성이 속

할 오즈비는 0.05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연령에서는 20-29세에 비하여, 65세 

이상군 에서는 0.44(95% Confidence Interval, 95% CI 0.38-0.52)로 낮았

고, 30-49세에서는 1.60(95% CI 1.44-1.77)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수준

은 대학교 이상 대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군이 1.50, 중학교 졸업 이상이 

1.75, 초등학교 졸업 이상이 1.82, 무학군이 2.50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

서 흡연 위험은 유의하게 높았다. 월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 소득 군 대비 

300-500만원 소득군은 1.03, 100-300만원 소득군은 1.35배, 100만원 미만 

소득 군에서는 1.71(95% CI 1.48-1.97)로 월 소득액이 낮은 군에서 흡연군

에 속할 오즈비가 컸다. 직업은 관리자 및 전문가 등 군 대비 기타(학생, 무

직, 주부)군에서 0.80, 사무직이 1.05,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1.31, 판매서

비스직이 1.57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농업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비음

주 군에 비해 현재 음주군의 경우 흡연군에 속할 오즈비가 1.75로 높았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군은 비실천군에 비해 흡연에 속할 오즈비가 0.83

으로 흡연 위험이 17% 낮았다. 아침식사일수는 일주일에 4일 이하 군 대비 

5일 이상 군이 0.58배 낮았으며, 체질량지수는 저체중 대비 비만 군에서 

0.60, 과체중 0.63, 고도비만은 0.69, 정상체중은 0.74로 유의하게 낮았다. 평

균수면시간은 6-8시간 군에서 0.85로 유의하였으나, 9-10시간 군과 11시간 

이상 수면군 오즈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 수준 요인은 여성, 고령, 교육수준과 월 소득액이 높은 경우, 중등도 신

체활동을 실천, 아침식사를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경우 흡연군에 속할 위험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에서 판매서비스직이나 기능원, 그리고 현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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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이 흡연군에 속할 오즈비는 높았다.

모델 1에서 지역 간 분산은 0.0226(표준오차 0.007529)이고 ICC값은 

0.006823로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개인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

을 나타내는 변화율은 21.69%로 나타났으며 모형적합도(Model fit)-2Res 

log likelihood는 178854.4이며(P-value=0.0013) 임의절편의 분산이 0이라

는 가설에 대하여 Wald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지역효과

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모델 1의 모형적합도 -2 Reg LL은 

178854.4로 기초모형 보다 개인수준 변수를 넣은 모델이 설명력이 더 높았

다.

다. 모델 2

모델 2에서는 지역 수준 변수로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조례 제정 여부, 금

연클리닉등록률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지

역별박탈지수의 경우 흡연군에 속할 오즈비는 1분위수군을 기준으로 3분위수

군인 경우 1.25(95% CI 1.09-1.44), 4분위에서는 1.28(95% CI 1.11-1.47)

으로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군에서 흡연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건강

도시조례 제정 여부와 금연클리닉 등록률의 흡연 오즈비는 각각 0.96, 1.01이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델 2에서의 지역수준의 분산은 0.02066(표준오차

0.006323)이었고 ICC값은 0.006241, 분산의 변화율은 28.41%로서, 모델 1

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수준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이 6.72%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model fit) -2Res log likelihood는 190328.9로 

모델 1 보다 높아, 모형적합도는 개인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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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델 3

모델 3에서는 개인과 지역 두 가지 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흡연율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았다. 개인 수준 변수들의 흡연 오즈비 결과는 모델 1과 유사하였

으며 지역 수준 변수 분석에서 지역박탈지수 1분위수군 대비 2분위와 3분위

수군(OR 1.13, 95% CI 0.98-1.30)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분위수

군의 흡연 오즈비는 1.24(95% CI 1.07-1.43)으로,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경

우, 즉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4분위수군 수준으로 낮은 경우 흡연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건강도시조례 제정 유무 변수와 금연클리닉 등록률과 

흡연 위험은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 수준의 분산은 0.01635(표준오차0.00646) 이었고 ICC 값은 0.00495, 

분산의 변화율은 43.35%로써 모델 1, 모델 2와 비교하였을 때 개인과 지역 

수준 변수를 모두 추가한 모델 3이 설명력이 가장 컸으며, 모형적합도(model 

fit) -2Res log likelihood는 178936으로 기초모델 보다 낮아 모형적합도 역

시 적합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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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NULL MODEL1 MODEL2 MODEL3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개인
수준
변수

성별 남성 REF - REF -

여성 0.05 0.04 - 0.05 <.0001 0.05 0.04 - 0.05 <.0001

연령 20-29세(청년기) REF - REF -

30-49세(장년기) 1.60 1.44 - 1.77 <.0001 1.60 1.44 - 1.77 <.0001

50-64세(중년기) 1.01 0.90 - 1.13 0.926 1.01 0.90 - 1.13 0.9101

65세이상(노년기) 0.44 0.38 - 0.52 <.0001 0.44 0.38 - 0.52 <.0001

교육
수준

대학교 이상 REF - REF -

고등학교 1.50 1.39 - 1.63 <.0001 1.49 1.38 - 1.62 <.0001

중학교 1.75 1.52 - 2.01 <.0001 1.73 1.51 - 1.99 <.0001

초등학교 1.82 1.55 - 2.13 <.0001 1.79 1.53 - 2.10 <.0001

무학 2.50 1.98 - 3.16 <.0001 2.46 1.94 - 3.10 <.0001

월소
득액

500만원 이상 REF - REF -

300-500만원 1.03 0.94 - 1.12 0.5384 1.02 0.94 - 1.11 0.6017

표 10.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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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NULL MODEL1 MODEL2 MODEL3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100-300만원 1.35 1.23 - 1.48 <.0001 1.34 1.22 - 1.46 <.0001

100만원 미만 1.71 1.48 - 1.97 <.0001 1.69 1.46 - 1.96 <.0001

직업 관리자및전문가등 REF - REF -

사무직 1.05 0.94 - 1.17 0.3975 1.05 0.94 - 1.16 0.4250 

판매서비스직 1.57 1.41 - 1.76 <.0001 1.57 1.40 - 1.75 <.0001

농어업 0.96 0.77 - 1.19 0.6776 0.93 0.75 - 1.16 0.5246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1.31 1.19 - 1.46 <.0001 1.31 1.18 - 1.45 <.0001

기타(학생, 무직, 주부) 0.80 0.71 - 0.90 0.0002 0.80 0.71 - 0.90 0.0002 

음주
상태

비음주 REF - REF -

과거음주하였으나
현재 비음주

0.91 0.77 - 1.08 0.2833 0.91 0.77 - 1.09 0.3022 

현재 음주 1.75 1.53 - 2.00 <.0001 1.76 1.54 - 2.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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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NULL MODEL1 MODEL2 MODEL3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신체
활동

비실천 REF - REF -

실천 0.83 0.78 - 0.89 <.0001 0.83 0.78 - 0.89 <.0001

아침
식사
일수

4일 이하 REF - REF -

5일 이상 0.58 0.54 - 0.62 <.0001 0.58 0.54 - 0.62 <.0001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REF - REF -

정상체중 0.74 0.62 - 0.88 0.0006 0.74 0.62 - 0.88 0.0006 

과체중 0.63 0.52 - 0.75 <.0001 0.63 0.53 - 0.76 <.0001

비만 0.60 0.50 - 0.72 <.0001 0.60 0.50 - 0.72 <.0001

고도비만 0.69 0.55 - 0.88 0.0027 0.69 0.55 - 0.88 0.0027 

평균
수면
시간

5시간 이하 REF - REF -

6-8시간 0.85 0.78 - 0.92 <.0001 0.85 0.78 - 0.92 <.0001

9-10시간 0.91 0.72 - 1.15 0.4382 0.91 0.72 - 1.15 0.4172 

11시간 이상 1.57 0.86 - 2.87 0.1379 1.57 0.86 - 2.87 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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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NULL MODEL1 MODEL2 MODEL3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OR
95% Confidence
Limits

P-value

지역
수준
변수

지역
박탈
지수

1분위(good) REF - REF -

2분위 1.10 0.95 - 1.26 0.0992 1.05 0.91 - 1.21 0.5178 

3분위 1.25 1.09 - 1.44 0.0015 1.13 0.98 - 1.30 0.0931 

4분위(bad) 1.28 1.11 - 1.47 0.0006 1.24 1.07 - 1.43 0.0034 

건강도시조례제정여부 0.96 0.87 - 1.06 0.3826 0.93 0.84 - 1.03 0.3802 

금연클리닉 등록률 1.01 0.96 - 1.06 0.8173 1.02 0.97 - 1.07 0.1397 

Between Community Variance 0.02886 0.0226 0.02066 0.01635

Percentage change in variance - 21.69 28.41303 43.35 

Between Community
Variance(S.E) 0.007735 0.007529 0.006323 0.00646

Between Community Variance
(p.value)

0.0001 0.0013 0.0005 0.0057

모형적합도(Model fit) -2 Res LL 190279.4 178854.4 190328.9 178936

ICC (Intra-class correlation) 0.0086961 0.006823 0.006241 0.0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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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군·구별 개인수준의 흡연의 차이

  흡연에 관한 시·군·구별 차이를 비교하고 개인의 흡연여부를 예측하여 보고자 

특정 시·군·구의 흡연율과 특정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의 흡연율의 

평균을 비교하는 프로파일링을 하였다. 

모델 1에서 개인수준의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액, 직업, 음주상

태, 신체활동, 아침식사일수, 체질량지수, 평균수면시간)를 반영하여 흡연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택시 지수 변화값은 0.3557, 여주시는 0.275로 다른 시·

군·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평택시, 여주시에 사는 사

람은 개인 수준 변수가 모두 같은 조건이어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비하

여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평군 –0.2913, 안산시 

상록구 –0.1903, 연천군 –0.1822, 성남시 수정구 –0.1797로 다른 시·군·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값이 나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비하여 해당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이 개인 수준 변수가 모두 같은 조건이어도, 흡연 할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3에서는 개인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흡연율 평균을 비교

하였으며 평택시 0.2119, 광명시 0.1782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개인과 지

역 수준의 변수가 모두 같아도 평택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

에 비하여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평군에서는 –

0.2327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가 모두 같아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흡연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

미한다(그림 9,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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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역별 개인수준의 흡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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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명

MODEL1 MODEL3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Exponen
tiated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Exponen
tiated

가평군 -0.2913 0.09108 0.0026 0.7473 -0.2327 0.08965 0.0129 0.7924

과천시 -0.05736 0.08744 0.5153 0.9443 -0.02381 0.08855 0.7893 0.9765

광명시 0.1531 0.08458 0.0773 1.1655 0.1782 0.08565 0.0434 1.1951

광주시 0.08676 0.08504 0.3133 1.0906 0.09863 0.08672 0.2617 1.1037

구리시 0.000816 0.08551 0.9924 1.0008 0.01383 0.08632 0.8735 1.0139

군포시 -0.03658 0.08403 0.6655 0.9641 -0.00118 0.08746 0.9893 0.9988

권선구 -0.06452 0.08579 0.4561 0.9375 0.03068 0.0876 0.7279 1.0312

기흥구 0.06579 0.08541 0.4454 1.068 0.09575 0.08586 0.2709 1.1005

김포시 -0.163 0.08825 0.0716 0.8496 -0.1488 0.0919 0.1126 0.8617

남양주시 -0.02618 0.08344 0.7553 0.9742 -0.07136 0.08667 0.4149 0.9311

단원구 -0.0672 0.08575 0.4376 0.935 0.008108 0.0874 0.9265 1.0081

덕양구 0.1621 0.08654 0.0678 1.176 0.07551 0.09011 0.4066 1.0784

동두천시 -0.1455 0.08541 0.0956 0.8646 -0.1149 0.08629 0.19 0.8914

동안구 -0.00162 0.08352 0.9846 0.9984 -0.02583 0.08506 0.7629 0.9745

만안구 -0.00757 0.08657 0.9307 0.9925 0.004656 0.08944 0.9587 1.0047

분당구 0.1056 0.08253 0.2074 1.1114 0.005718 0.08405 0.9461 1.0057

상록구 -0.1903 0.08697 0.0341 0.8267 -0.1194 0.08693 0.1768 0.8875

소사구 -0.08071 0.08676 0.3574 0.9225 -0.161 0.08586 0.0675 0.8513

수정구 -0.1797 0.08901 0.0497 0.8355 -0.08921 0.08848 0.3189 0.9146

수지구 -0.00715 0.08623 0.9343 0.9929 0.01163 0.0863 0.8934 1.0117

시흥시 0.06143 0.08753 0.4866 1.0634 0.01166 0.08882 0.8962 1.0117

안성시 -0.03659 0.08557 0.6711 0.9641 -0.04046 0.08969 0.6542 0.9603

양주시 0.021 0.08919 0.815 1.0212 -0.04443 0.09104 0.628 0.9565

양평군 0.09844 0.08879 0.2737 1.1034 -0.00196 0.08686 0.9821 0.998

표 11. 지역별 개인의 흡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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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명

MODEL1 MODEL3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Exponen
tiated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Exponen
tiated

여주시 0.275 0.08751 0.003 1.3165 0.1355 0.08835 0.1325 1.1451

연천군 -0.1822 0.08507 0.0379 0.8334 -0.1102 0.08553 0.2046 0.8957

영통구 0.1263 0.08479 0.1437 1.1346 0.1242 0.08516 0.1519 1.1323

오산시 0.1551 0.08392 0.0715 1.1678 0.1276 0.08918 0.1598 1.1361

오정구 -0.03204 0.08397 0.7046 0.9685 -0.01285 0.08474 0.8801 0.9872

원미구 -0.1119 0.08572 0.1986 0.8941 -0.01527 0.08695 0.8614 0.9848

의왕시 0.04045 0.08632 0.6417 1.0413 0.05402 0.08702 0.538 1.0555

의정부시 0.03852 0.08472 0.6516 1.0393 -0.00197 0.08571 0.9817 0.998

이천시 0.1156 0.08584 0.185 1.1226 0.1632 0.08665 0.0665 1.1773

일산동구 -0.1 0.08796 0.2618 0.9048 -0.00641 0.08843 0.9426 0.9936

일산서구 -0.04351 0.0854 0.613 0.9574 0.002905 0.08713 0.9736 1.0029

장안구 0.04772 0.08448 0.5751 1.0489 -0.03726 0.08656 0.669 0.9634

중원구 -0.00803 0.08888 0.9284 0.992 0.04426 0.08821 0.6184 1.0452

처인구 0.00694 0.08445 0.9349 1.007 0.05297 0.08602 0.5413 1.0544

파주시 -0.01585 0.08395 0.8512 0.9843 -0.09287 0.091 0.3132 0.9113

팔달구 0.09173 0.06634 0.1739 1.0961 0.0224 0.07965 0.7799 1.0226

평택시 0.3557 0.08599 0.0002 1.4272 0.2119 0.08605 0.0179 1.2361

포천시 -0.04524 0.08529 0.5985 0.9558 -0.01002 0.08607 0.9078 0.99

하남시 -0.09123 0.08483 0.2882 0.9128 -0.00863 0.08643 0.9209 0.9914

화성시 -0.02281 0.09004 0.8012 0.9774 -0.1028 0.08767 0.2476 0.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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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및 결론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응한 경기도민 4만 546명에 대해 개인의 흡연

을 개인 수준 요인 즉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행태적 요인과 지역 수준 요

인 즉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 금연클리닉 등록률 모두를 고

려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개인 수준 요인은 여성, 고

령, 교육수준과 월 소득액이 높은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을 실천, 아침식사를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경우 흡연군에 속할 위험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직

업에서 판매서비스직이나 기능원, 그리고 현재 음주군이 흡연군에 속할 오즈비

는 높았다. 이는 남성이 더 많이 흡연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흡연을 적게 하

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흡연 위험이 높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Frenandez, 2001; 강영호, 2006; 김혜련, 2009; 신영전, 2009). 개인수준 변

수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다수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되었다. 

지역 수준 요인 중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경우, 즉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이 4분위수군 수준으로 낮은 경우 흡연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

구에서 박탈지수가 높아질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지는 것과도 동일하게 설명되

었다(김길훈, 2013; 배은경, 2014;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2009).

  개인과 지역 두 가지 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흡연율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모

형은 개인 수준만 살펴본 모형과 유사하였으며 지역 수준 변수 분석에서 지역

박탈지수 1분위수군 대비 4분위수군의 흡연 오즈비는 1.24(95% CI 

1.07-1.43)으로,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경우, 즉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4분

위수군 수준으로 낮은 경우 흡연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수준 분석 모델의 설명력은 기초모델에서 지역 간 분산이 0.02886이며 모

델 1의 분산값 차이에 의한 설명력은 21.69%, 모델 2는 28.41%, 모델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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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로 개인과 지역수준변수가 포함된 모델 3이 설명력이 가장 좋은 모형

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집단 간 변이의 정도를 반영하는 기초모

델 ICC 0.0086961(0.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

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2014년 이지혜의 ICC 0.0035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의 변화정도가 개인 수준에 의한 변화에 비하

여 집단 수준에서 측정한 변수들에 의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흡연율이 지역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매우 적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준 분석에서 ICC가 0.05보다 작다는 것

은 지역 수준 간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의 근거가 떨어지지

만, 이론적 근거가 있을 경우 ICC가 0.05보다 작아도 다수준 분석이 가능하

다(Heck & Thomas, 2009).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으로 물리적 환

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Macintyre et al., 2002) 외

국의 연구 결과와 국내 연구의 저소득층 금연에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친다는

(배상수, 2006) 여러 연구에 근거하여 다수준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금연 형평성 제고 분

야에서 ‘성인 흡연율의 지역 간, 소득수준 간 차이를 줄인다’ 를 목표로 하고 

있다. HP 2020 지역 간 흡연율 차이는 2011년 3.5%에서 2020년까지 2.0%, 

소득 간 차이는 2011년 15.0%에서 2020년까지 8.0%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성인 남자 

흡연율이 43.6%, 서울시 39.6%로 양 지역 간 흡연율이 4.0% 차이가 난다. 

본 연구의 소득 간 차이를 보면 월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 소득 군(최상위) 

대비 100만원 미만 소득 군(최하위)에서 비교위험도가 1.69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물리적 환경의 미충족을 반영하는 지역박탈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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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1분위(최상위) 대비 4분위(최하위) 비교위험도가 1.24배 높았다. 이에 

지역 간, 소득수준 간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과거 흡연자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클리닉은 시·군·구 단위에 보건소당 1개

소만 배치되어 금연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접근성이 크게 제한 된 것이 사실

이었으나, 2015년 이후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의

사 진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흡연자 

금연지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상

자들은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요구도가 크지 않은 경향이 있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금연지원서비스 만으로는 소득수준 간 흡연율 차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흡연 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개인과 지역

수준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지원센터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금연사

업 전략수립과 금연지원서비스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

다. 하지만 지역의 금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보건소는 금연사업 추진에 필요

한 인력, 인프라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역사회 통

합 건강증진사업 내에서 금연분야를 단위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연사업 

비중이 다른 건강생활실천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흡연은 주요 사망 원인의 위험요인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각 지역 금연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

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역 단위 금연지원센터를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여 금연

사업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금연 환경 조성,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등 지역단위 금연정책 전체

를 모니터링, 평가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경기도에 국한되어 분석된 자료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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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미치는 관련성으로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생활

공동체 별 또는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실제 지역사회 금연정책 모니

터링과 평가, 건강증진사업의 실천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조사 실시 시점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흡연을 설명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특히 지역 수준 변수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

다. 금연클리닉 내에서도 지역 별 상담 제공자수가 다르고, 예산, 접근성, 서

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도시사업 역시 조례 제정 여

부 만으로 실제 사업 수행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다룬 변수를 통하여 금연사업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성 평가 

등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불완전한 변수의 선정은 정보 접근의 측

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수집의 한계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금연사

업을 평가하고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

표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흡연 관련 요인에 대해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한 최초의 연구이며 개인

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흡연율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는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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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 · 군 · 구 지역박탈지수

1 가평군 7.78 

2 양평군 7.23 

3 연천군 6.63 

4 수원시팔달구 5.18 

5 성남시중원구 4.52 

6 포천시 4.21 

7 여주군 3.64 

8 안성시 3.19 

9 안산시상록구 3.02 

10 성남시수정구 2.92 

11 동두천시 2.91 

12 안산시단원구 2.53 

13 평택시 2.09 

14 부천시오정구 1.81 

15 부천시원미구 1.31 

16 안양시만안구 1.05 

17 이천시 0.44 

18 오산시 0.31 

19 광명시 0.29 

20 수원시권선구 0.12 

21 남양주시 -0.47 

Ⅶ. 부 록

부록 1. 지역박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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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 · 군 · 구 지역박탈지수

22 시흥시 -0.58 

23 용인시처인구 -0.58 

24 양주시 -0.95 

25 고양시일산동구 -1.01 

26 의정부시 -1.03 

27 수원시영통구 -1.07 

28 구리시 -1.42 

29 수원시장안구 -1.52 

30 군포시 -1.57 

31 부천시소사구 -1.71 

32 고양시덕양구 -1.82 

33 안양시동안구 -1.82 

34 하남시 -1.94 

35 파주시 -2.49 

36 성남시분당구 -3.06 

37 김포시 -3.09 

38 광주시 -3.25 

39 화성시 -3.35 

40 과천시 -4.40 

41 의왕시 -4.51 

42 고양시일산서구 -4.85 

43 용인시기흥구 -6.21 

44 용인시수지구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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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조례 제정된 시·군·구: O, 건강도시 조례 미 제정된 시·군·구: X)

연번 시 · 군 · 구 조례 제정 현황

1 수원시장안구 O

2 수원시권선구 O

3 수원시팔달구 O

4 수원시영통구 O

5 성남시수정구 X

6 성남시중원구 X

7 성남시분당구 X

8 의정부시 X

9 안양시만안구 X

10 안양시동안구 X

11 부천시원미구 O

12 부천시소사구 O

13 부천시오정구 O

14 광명시 O

15 평택시 X

16 동두천시 X

17 안산시상록구 X

18 안산시단원구 X

19 고양시덕양구 O

20 고양시일산동구 O

21 고양시일산서구 O

22 과천시 X

부록 2. 건강도시 조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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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조례 제정된 시·군·구: O, 건강도시 조례 미 제정된 시·군·구: X)

연번 시 · 군 · 구 조례 제정 현황

23 구리시 X

24 남양주시 X

25 오산시 O

26 시흥시 O

27 군포시 X

28 의왕시 O

29 하남시 X

30 용인시처인구 O

31 용인시기흥구 O

32 용인시수지구 O

33 파주시 X

34 이천시 X

35 안성시 O

36 김포시 X

37 화성시 O

38 광주시 X

39 양주시 X

40 포천시 X

41 여주군 X

42 연천군 X

43 가평군 X

44 양평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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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 · 군 · 구 금연클리닉 등록률(%)

1 수원시  팔달구 6.846388606

2 연천군 6.275738585

3 양평군 6.244226861

4 평택시  평택 6.232758965

5 부천시  오정구 6.117406695

6 성남시  분당구 6.083063408

7 양주시 5.895022336

8 포천시 5.705732148

9 수원시  장안구 5.411678239

10 안산시  단원구 5.357036861

11 과천시 5.203938115

12 화성시 5.183351924

13 평택시  송탄 5.052475156

14 하남시 4.98061949

15 용인시  수지구 4.859765317

16 여주시 4.821993842

17 부천시  소사구 4.754883105

18 용인시  처인구 4.597871709

19 이천시 4.570877054

20 안성시 4.493839092

21 가평군 4.477069554

22 수원시  영통구 4.473025267

부록 3. 금연클리닉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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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 · 군 · 구 금연클리닉 등록률(%)

23 성남시  수정구 4.460858439

24 김포시 4.305481033

25 오산시 4.299923489

26 의왕시 4.127147766

27 광주시 4.04286158

28 고양시  일산서구 4.013066647

29 부천시  원미구 4.005905166

30 안산시  상록수 4.003953237

31 군포시보건소 3.990251559

32 안양시  동안구 3.875163877

33 시흥시 3.846706852

34 의정부시 3.800437198

35 파주시 3.773561751

36 고양시  일산동구 3.751487842

37 용인시  기흥구 3.724205052

38 안양시  만안구 3.548891442

39 성남시  중원구 3.510422814

40 구리시 3.462304649

41 고양시 덕양구 3.344516428

42 광명시 3.072569856

43 동두천시 2.895170143

44 수원시  권선구 2.794950312

45 남양주시 2.1329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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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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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BSTRACT

Related factors of smoking according to

individu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Ji Young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Ph.D.)

Background of Study : Smoking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making half of smokers get killed. The damages from smoking can be

very serious as they cause economic losses and increased medical costs as

well as early death of individuals. Most of previous studies on related

factors of smoking could not explai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or various environment of communities in details. Thus,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make

improvements on smoking rate by analyzing the variables related to

smoking on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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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and Methods of Study : Among 41,192 subjects in

Gyeonggi-do Province who responded to the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14, total 40,546 (98.43%) excluding 644 under 19 years old and 2 subjects

who did not reveal the smoking status were selected. Smoking of

individuals was analyzed considering two different levels of variables :

the individual level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behavioral

factors) and the community level (social deprivation index, establishment of

municipal ordinances on healthy cities and registration rates in smoking

clinics).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ble to consider variables on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s simultaneously was employed with

SAS PROC GLIMMIX.

Result of Study : As a result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in individual level, it was shown that the risk belonging to

belong the smoking group had tendency to be decreased with females,

those who had increased age, higher education level and monthly income,

practicing physical activities and having breakfast more than 5 times a

week. On the other hand, the odds ratio to be within the smoking group

was high with sales and service workers or technicians and the group

currently drinking alcohol in occupation variables. Among variables in

community level, the higher social deprivation index presented the

significance result with increased the smoking rate. It means that the

lower level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the community has, the higher

smoking rate it shows. In the model considering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highes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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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planation between smoking and the variables such as gender,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occupation, status of drinking, exercising,

number of days having breakfast, obesity and social deprivation index.

Conclusion : The study confirmed that smoking rate was related to the

factors of community level such as social deprivation index as well as of

individual level. To decrease the difference of smoking rate between the

regions and their income levels and improve socioeconomic inequity of

smoking, systemic access from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s

would be needed. This study was the first study to explain the factors 

related to smoking including all the variables in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s and had a significance to make an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 to smoking rate considering the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further studies, more detailed efforts to

derive improvements on inequity of smoking rate should be involved by

monitoring of the regional anti-smoking projects and analyzing index data

of evaluation.

Key words : smoking, health equity, public health policy, Gyeonggi-do Province, public

health center, Multilevel analysis, social deprivation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