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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통계학 전공

이진형

연구배경 :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최초 취업연령이 높아지

는 등 30대, 40대 한국인들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3040세대 남녀를 모두 포함해 결혼상태,

직업상태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30대, 40대 남녀 모두를 대상으

로 결혼상태와 현재 흡연과의 관계를 공변량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다. 또한 결혼상태와 직업상태, 연도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이 흡연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2014-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5년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과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사회경제적

인 변수를 보정한 이후 결혼상태와 흡연과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

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

으로 결혼상태*직업상태, 결혼상태*조사연도의 상호작용과 현재흡

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결혼상태에 따라 현재흡연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 여성 모두에서 미혼군 대비 이혼별거사별군은 현재흡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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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았으며, 미혼군 대비 유배우자동거군은 현재흡연이 낮

았다. 소득수준별로는 현재흡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수준은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현재흡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다. 여성에서는 직업상태에 따른 흡연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은 직업상태에서 무직군대비 육체노동군만이 현재흡연 위험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상태와 직업상태, 결혼상태와 연도로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여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혼별거사별군이면서 사무직군에 속하는 남성

의 흡연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2015년 담배가격인상은

유배우자동거군에서 큰 흡연율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및 고찰 : 한국인 3040세대는 결혼상태에서 유배우자

동거군의 흡연율이 다른 결혼상태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아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혼이 건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30대와 40대의 흡연 위험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

주요어 : 흡연행동, 결혼상태, 3040세대, 직업상태, 상호작용, 연도

학 번 : 2017-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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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결혼은 인간의 건강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선행연구

에서도 결혼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건강행태를 이끈다고 보고되

고 있다.[1-5]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사회, 경제,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늦어져 만혼을 부추기고 있다. 남성의 경우 취업

은 결혼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6]이나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30대 초반까지 올라갔다.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으로

결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최근 국

토부 조사[7]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9년치 월급을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결혼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의 초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져 2019년 통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0.6세로 전년 대비 0.2세가 증가했다.[8]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들도 많다.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변화,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미혼의 비율도 높

아졌다. 최근 설문조사[9]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2010년 64.7%에서 2018년 48.1%로 하락하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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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제는 결혼을 했더라도 모든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주말부부의 증가,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결혼형태가

나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30대, 40대 여자 취업자의 결혼여부로 흡연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10]는 있었지만 단순히 결혼의 유무로만

판별하여 자세한 결혼상태별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하기가 어려웠

으며 남녀에 대한 비교도 어려웠다. 남녀에 대한 결혼상태별로 흡

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흡연율에서도 드러난

다.[11] 최근 흡연율 추이를 보면 남녀에 대한 경향이 다르게 나타

난다. 남자의 경우 2014년 43.2%에서 2018년 36.7%로 점차 하락하

는 추세로 전체 흡연율 하락을 주도했지만 특이하게도 여자의 경

우 2014년 5.7%에서 2018년 7.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여성 흡연이 상승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

중에서도 경제적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에서 더 흡연

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2-14] 또한 2015년 1월 1일에 이뤄진

담배가격 인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남녀에 대한 다른 흡연율 경

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 상태별로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5]

는 30대가 포함되지 않아 30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결혼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30대와 40대의 건강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

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건강행동인 흡연에 대해 최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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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회적인 흐름과 연관지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내에서

는 결혼상태, 직업상태와 흡연과의 연관성을 탐구한 연구도 부족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30대와 40대에만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단순히 결혼상태와 흡연과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아니

라 흡연에 미치는 요인들[15-17]에서 연령, 질병, BMI 지수등 신

체적인 변수들을 보정하고 소득, 교육수준, 직업형태 등 사회경제

적인 조건들도 보정하여 연관성을 확인하려 한다. 또한 이전 연구

들과는 다르게 결혼상태와 직업형태, 결혼상태와 연도의 상호작용

을 파악하여 어떤 그룹에서 더 흡연할 확률이 높은지 확인하여 건

강 취약군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인하고자 한

다. 분석결과에 따라 흡연 취약군을 확인하여 정책적 시사점까지

연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어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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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2014-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한국인 30대, 40대에서 결혼과 현재흡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

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현재흡연을 종속변수로 결혼

상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을 보정하여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현재흡연에 유의한 변수들을 알아보

고 결혼상태와 상호작용이 있는 공변량들을 확인하여 세부 그룹별

로 어떤 그룹에서 흡연에 대한 취약군인지 알아볼 것이다. 본 연

구는 한국인 30대, 40대를 대상으로 결혼상태와 흡연에 대해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첫 연구이다.



- 5 -

제 2 장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국민

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의 현

황 및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집단을 판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사이다.[18] 1998년에 제1기로 조사가 시작

되었으며 2007년부터 제4기가 시작되어 매년 조사가 이뤄지고 있

다. 본 연구는 여기서 제6기인 2014년도, 2015년도와 제7기인 2016

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

조사는 크게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만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

사는 연중조사체계로 개편된 4기(2007~2009)부터 3개년도가 각기

독립적인 3개의 순환표본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이 될 수

있도록 순환표본조사(Rolling Sampling Survey)방식을 도입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조사대상자 39,199명 중 30대와

40대에서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의 연구항목에서 결측치가 없는

남자 3,914명, 여자 5,204명으로 총 9,11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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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수 정의 기준

2.2.1 결혼상태

결혼상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중에서 가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혼이라고

응답한 경우 중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으며 현재 동거를 하는

집단을 유배우자동거군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기혼이라고 응

답하였지만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사별, 이혼을 한경우를 이혼별거

군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혼이라

고 응답한 집단은 미혼군으로 분류하여 총 3개의 결혼상태로 분류

하였다. 선행연구[5]에서는 이혼별거사별군을 이혼별거군과 사별군

으로 분류해 총 4개의 그룹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30대와 40대의

사별군의 표본수가 적어 이혼별거사별군 한 그룹으로 전체 분석을

진행하였다.

2.2.2 흡연행동

흡연행동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중에서 건강설문조사자료

를 활용하였다. 평생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피운 적 없다고 응

답하거나 현재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

우지 않음을 응답한 그룹은 비흡연군으로 구분하였다. 평생흡연량

을 묻는 질문에 5갑(100개비) 미만과 이상을 응답한 그룹중에서

현재 흡연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운다고 응답

한 그룹을 현재 흡연그룹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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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변량 측정

연령은 10세 단위로 30~39세, 40~49세로 범주화 하였다. 또한

5개년도의 조사를 합쳤기 때문에 5개년에 걸친 연도의 효과를 보

정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변수를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직업상태, 가구소득수준,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직업상태는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무직자군으로 분류하였다. 표준직업분류 대

분류코드 7차 개정(2018)을 반영하여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에 취업자라고 응답한 사람중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 사무종사자등을 사무직군으로 분류하였고 서비스종사자, 판

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육체노동군으로 분

리하여 사무직군/육체노동군/무직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에서는 가구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주부

와 학생들처럼 주된 가구소득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인소득보다 유용한 지표이다.[19] 본 연구에서는 직업상태에서

취업자뿐만 아니라 무직자군도 포함되었기 떄문에 가구소득을 소

득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사연도별 4분위 가구소득 4분위수 기준에

맞춰서 1분위를 하, 2분위를 중하, 3분위를 중상, 4분위를 상으로

분류하였다.

건강행태에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BMI(신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와 만성질환 유무를 활용하였다. BMI지수는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로 일반적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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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20] 임신중이거나 결

측치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한비만학회의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단기

준에 따라 BMI지수가 0부터 25미만인 사람은 정상체중, 25부터

30미만에 속하는 그룹은 비만, 30이상인 그룹을 고도비만으로 분

류하였다.

선행연구[21-22, 35-36]에 따르면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건강

행태가 달랐으므로 만성질환 유무도 포함하였다. 만성질환에는 고

혈압, 당뇨병,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중

에서 진단을 한번이라도 받은적이 없다면 정상군으로, 하나라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만성질환군으로 분류하였다.

추가로 부록에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를 구분

하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가구 세대구성코드에서 2세대 가구, 3세

대가구는 자녀가 있는 그룹으로, 1세대가구는 자녀가 없는 그룹으

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부록1-3]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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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적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SAS 9.4 vers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도의 조사

를 합쳐서 통합 분석하였기 때문에 5개년도의 가중치를 통합조정

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결혼

상태에 따라 전체집단, 남성, 여성을 나눠서 각각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후 현재흡연여부에 따라 연속형 변수는 일반선형모델을,

범주형 변수는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검증

하였다. 또한 결혼상태별로 현재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혼란변수를 보정하고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그룹인 남성과 여성에서

교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상태*직업상태, 결혼상태*연

도를 통해 변수별로 어떤 교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 자료이므로 분석시 집락,

층화, 가중치 변수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활용하여만 하므로 SAS

프로시져중에서 PROC SURVEYFREQ 프로시져, PROC

SURVEY LOGISTIC 프로시져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0.05 일 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호작

용을 확인을 위해 보정분율 개념의 LSMEANS 프로시져를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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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3.1 전체 연구 자료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2018년 5개년도 전체 조사대상자

39.199명중 결측치가 없는 한국인 30~40세 9,118명의 일반적인 특

성을 살펴보았다. 9,118명은 한국인 30~40세 14,540,182명을 대표한

다.

[표1]에서 살펴보면 유배우자동거군이 7403명(79.6%), 미혼군

이 1,310명(16.2%), 이혼별거사별군이 405명(4.2%)으로 유배우자동

거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평균연령은 미혼군이 36.4세로 가

장 어렸으며 이혼별거사별군이 가장 나이가 많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에서는 이혼별거사별군에서는 40대(79.6%)의 비율이

높고, 미혼군에서는 30대(71.2%)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 변수에서는 이혼별거사별군이 유배우자동거군과 미혼군

에 비해 3분위, 4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교

육수준 또한 이혼별거사별군만이 고졸(56.8%)에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며 교육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수준에서도 이혼사별군과 다른 두 그룹의 차이가 드러났

다. 유배우자동거군과 미혼군에서는 사무직군이 42.5%, 45.5%를

나타냈으나 이혼별거사별군은 육체노동군(52.9%)이 가장 높은 비

율로 분석되었다. 반면 만성질환 유무에는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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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전체)

변 수 　 　 유배우자동거군 이혼별거사별군 미혼군 P-value
전체인원 N 7403 405 1310 　
　 % 79.6 4.2 16.2 　
연령 　 40.5세 43.6세 36.4세 <0.001
　 30-39세 3199 88 910 <0.001
　 % 43.3 20.4 71.2 　
　 40-49세 4204 317 400 　
　 % 56.7 79.6 28.8 　
소득수준 1분위 276 122 153 <0.001
　 % 3.6 30.8 10.7 　
　 2분위 1626 138 294 　
　 % 22.7 32.1 21.9 　
　 3분위 2709 99 439 　
　 % 36.7 24.1 34.9 　
　 4분위 2709 46 424 　
　 % 36.7 13.0 32.6 　
교육수준 중졸이하 301 50 68 <0.001
　 % 4.4 12.0 5.2 　
　 고졸 2516 231 391 　
　 % 34.5 56.8 30.3 　
　 대졸이상 4586 124 851 　
　 % 61.2 31.2 64.5 　
직업수준 사무직 3145 108 612 <0.001
　 % 42.5 25.3 45.5 　
　 육체노동군 2296 205 429 　
　 % 33.2 52.9 35.5 　
　 무직자 1962 92 269 　
　 % 24.3 21.8 18.9 　
BMI 정상체중 4975 263 862 0.0408
　 % 65.7 65.9 64.9 　
　 비만 1985 104 350 　
　 % 28.2 24.8 27.1 　
　 고도비만 443 38 98 　
　 % 6.1 9.3 8.0 　
만성질환 NO 6788 345 1216 0.5319
　 % 91.2 85.7 93.0 　
　 YES 615 60 94 　
　 % 8.8 14.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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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의 남성 연구대상자는 총 3,914명으로 한국 30~40세 남성

7,381,754명을 대표하며 [표3]의 여성 연구대상자는 총 5,204명으로

7,158,428명을 대표한다.

남성에서는 유배우자동거군이 2,992명(74.9%), 미혼군이 814

명(22.3%), 이혼별거사별군(2.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성에서도 유배우자동거군(84.5%), 미혼군(9.9%), 이혼별거사별군

(5.7%)순이었다. 두 성별 모두 평균연령은 미혼군이 가장 어렸고

다음으로 유배우자동거군이었고, 이혼별거사별군이 나이가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자이상 교육수준은 유배우자동거군

과 미혼군에서 높게나타났으며 미혼군에서는 고졸자의 비율이 제

일 높았다.

직업수준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유배우자동거군에서만 사무직(53.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였고 이혼별거사별군과 미혼군에서는 육체노동군의 비율이 유의미

하게 높았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유배우자동거군에서 무직자의 비

율이 44.0%를 차지하였고 이혼별거사별군에서는 육체노동군이

48.8%, 미혼군에서는 사무직군이 60.2%를 차지하였다. 여성에서는

결혼상태별로 직업상태가 큰 차이를 보였다.

BMI 지수와 만성질환 유무는 남성과 여성 그룹 모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전체 연구대상을 분석과의 차이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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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남성)

변 수 　 　 유배우자동거군 이혼별거사별군 미혼군 P-value
전체인원 N 2992 108 814 　
　 % 74.9 2.8 22.3 　
연령 　 40.7세 44.2세 36.7세 <0.001
　 30-39세 1259 19 548 <0.001
　 % 42.3 14.0 69.7 　
　 40-49세 1733 89 266 　
　 % 57.7411 86.027 30.266

3 　
소득수준 1분위 104 21 94 <0.001
　 % 3.3 22.6 10.4 　
　 2분위 647 26 173 　
　 % 22.3 22.8 21.1 　
　 3분위 1113 35 262 　
　 % 37.4 30.7 34.1 　
　 4분위 1113 26 285 　
　 % 37.4 23.9 34.4 　
교육수준 중졸이하 113 16 54 <0.001
　 % 4.1 13.4 6.4 　
　 고졸 866 58 267 　
　 % 29.8 54.6 32.8 　
　 대졸이상 2013 34 493 　
　 % 66.1 31.9 60.8 　
직업수준 사무직 1617 26 320 <0.001
　 % 53.1 21.3 39.2 　
　 육체노동군 1292 64 343 　
　 % 44.1 61.0 43.2 　
　 무직자 83 18 151 　
　 % 2.8 17.6 17.6 　
BMI 정상체중 1574 60 470 0.0045
　 % 53.2 59.3 58.3 　
　 비만 1187 34 270 　
　 % 39.3 30.1 32.3 　
　 고도비만 231 14 74 　
　 % 7.5 10.5 9.4 　
만성질환 NO 2655 86 736 0.0031
　 % 88.8 80.1 91.2 　
　 YES 337 22 78 　
　 % 11.2 19.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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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여성)

변 수 　 　 유배우자동거군 이혼별거사별군 미혼군 P-value
전체인원 N 4411 297 496 　
　 % 84.5 5.7 9.9 　
연령 　 40.4세 43.3세 35.9세 <0.001
　 30-39세 1259 19 548 <0.001
　 % 42.3 14.0 69.7 　
　 40-49세 1733 89 266 　
　 % 57.7 86.0 30.3 　
소득수준 1분위 172 101 59 <0.001
　 % 3.8 35.0 11.3 　
　 2분위 979 112 121 　
　 % 23.1 36.8 23.7 　
　 3분위 1596 64 177 　
　 % 36.2 20.8 36.7 　
　 4분위 1664 20 139 　
　 % 36.9 7.5 28.3 　
교육수준 중졸이하 188 34 14 <0.001
　 % 4.6 11.2 2.5 　
　 고졸 1650 173 124 　
　 % 38.7 58.0 24.5 　
　 대졸이상 2573 90 358 　
　 % 56.7 30.8 73.0 　
직업수준 사무직 1528 82 292 <0.001
　 % 32.8 27.3 60.2 　
　 육체노동군 1004 141 86 　
　 % 23.2 48.8 17.8 　
　 무직자 1879 74 118 　
　 % 44.0 23.9 22.1 　
BMI 정상체중 3401 203 392 0.0081
　 % 77.2 69.2 80.4 　
　 비만 798 70 80 　
　 % 18.0 22.0 14.9 　
　 고도비만 212 24 24 　
　 % 4.8 8.7 4.7 　
만성질환 NO 4133 259 480 <0.001
　 % 93.4 88.6 97.2 　
　 YES 278 38 16 　
　 % 6.6 1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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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자료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흡연과의 관련성

[표4]에서 연구대상자 전체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 흡연 여부

와는 연령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성이 있었다. 결혼상태에

서는 미혼군이 38.9%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이

혼사별별거군이 36.4%, 유배우자동거군이 24.1%를 보였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같이 사는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흡연율이 더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대와 40대에서는 현재흡연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

다. 소득변수에서는 1분위에서 4분위로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흡

연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며 교육수준 또한 상승할수록 흡연

율이 감소하는 것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수준에서는 육체노동군이 39.6%로 현재흡연율이 유의미

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과 무직자가 각각 25.2%, 11.8%

로 나타났다. BMI 또한 정상체중보다 비만과 고도비만으로 갈수

록 흡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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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흡연과의 관련성(전체)

변 수 　 　 현재비흡연 현재흡연 P-value
전체인원 N 6963 2155 　
　 % 73.0 27.0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5832 1571 <.0001

% 75.9 24.1 　
이혼사별별거군 274 131 　

% 63.6 36.4 　
미혼군 857 453 　

% 61.1 38.9 　
연령 30-39세 3173 1024 0.1789
　 % 72.1 27.9 　
　 40-49세 3790 1131 　
　 % 73.7 26.3 　
소득수준 1분위 386 165 <.0001
　 % 67.0 33.0 　
　 2분위 1542 516 　
　 % 72.1 27.9 　
　 3분위 2430 817 　
　 % 71.3 28.7 　
　 4분위 2605 657 　
　 % 76.2 23.8 　
교육수준 중졸이하 260 159 <.0001
　 % 59.4 40.6 　
　 고졸 2259 879 　
　 % 68.1 31.9 　
　 대졸이상 4444 1117 　
　 % 76.8 23.2 　
직업수준 사무직 3018 847 <.0001
　 % 74.8 25.2 　
　 육체노동군 1875 1055 　
　 % 60.4 39.6 　
　 무직자 2070 253 　
　 % 88.2 11.8 　
BMI 정상체중 4894 1206 <.0001
　 % 76.6 23.4 　
　 비만 1673 766 　
　 % 66.2 33.8 　
　 고도비만 396 183 　
　 % 65.3 34.7 　
만성질환 NO 6430 1919 <.0001
　 % 73.5 26.5 　
　 YES 533 236 　
　 % 67.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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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대상자에서는 미혼군에서 유의미하게 현재 흡연율

이 높았지만 [표5]와 [표6]에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이

혼별거군에서 유의미하게 흡연율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미혼군,

유배우자동거군으로 흡연율이 높았다.

남성과 여성모두 30대와 40대의 세대구분은 흡연율과 유의성

이 없었다. 소득수준에서 여성은 상위 소득수준으로 갈수록 흡연

율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나 남성은 차이는 있었으나

소득 4분위의 현재 흡연율(42.1%)을 제외하고는 소득 1~3분위에서

는 50% 내외의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에서는 남녀 모두 높은 학력에 있는 그룹으로 갈수

록 흡연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적게 나왔으며 BMI와 만성질환

은 전체 대상자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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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흡연과의 관련성(남성)

변 수 　 　 현재비흡연 현재흡연 P-value
전체인원 N 2099 1815 <.0001
　 % 53.4 46.6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1656 1336 <.0001

% 55.5 44.5 　
이혼사별별거군 37 71 　

% 35.2 64.8 　
미혼군 406 408 　

% 48.4 51.6 　
연령 30-39세 972 854 0.7591
　 % 53.1 46.9 　
　 40-49세 1127 961 　
　 % 53.6 46.4 　
소득수준 1분위 107 112 0.0016
　 % 49.6 50.4 　
　 2분위 427 419 　
　 % 51.6 48.4 　
　 3분위 715 695 　
　 % 50.5 49.5 　
　 4분위 850 589 　
　 % 57.9 42.1 　
교육수준 중졸이하 72 111 <.0001
　 % 39.8 60.2 　
　 고졸 508 683 　
　 % 42.7 57.3 　
　 대졸이상 1519 1021 　
　 % 59.6 40.4 　
직업수준 사무직 1190 773 <.0001
　 % 60.2 39.8 　
　 육체노동군 775 924 　
　 % 45.4 54.6 　
　 무직자 134 118 　
　 % 55.7 44.3 　
BMI 정상체중 1142 962 0.6445
　 % 53.4 46.6 　
　 비만 794 697 　
　 % 53.9 46.1 　
　 고도비만 163 156 　
　 % 50.8 49.2 　
만성질환 NO 1873 1604 0.648
　 % 53.5 46.5 　
　 YES 226 211 　
　 % 52.2 47.8 　



- 19 -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흡연과의 관련성(여성)

변 수 　 　 현재비흡연 현재흡연 P-value
전체인원 N 4864 340 <.0001
　 % 93.2 6.8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4176 235 <.0001

% 94.5 5.5 　
이혼사별별거군 237 60 　

% 78.1 21.9 　
미혼군 451 45 　

% 90.6 9.4 　
연령 30-39세 2201 170 0.1057
　 % 92.4 7.6 　
　 40-49세 2663 170 　
　 % 93.8 6.2 　
소득수준 1분위 279 53 <.0001
　 % 82.5 17.5 　
　 2분위 1115 97 　
　 % 91.6 8.4 　
　 3분위 1715 122 　
　 % 93.4 6.6 　
　 4분위 1755 68 　
　 % 96.0 4.0 　
교육수준 중졸이하 188 48 <.0001
　 % 79.9 20.1 　
　 고졸 1751 196 　
　 % 89.5 10.5 　
　 대졸이상 2925 96 　
　 % 96.8 3.2 　
직업수준 사무직 1828 74 <.0001
　 % 95.7 4.3 　
　 육체노동군 1100 131 　
　 % 88.9 11.1 　
　 무직자 1936 135 　
　 % 93.5 6.5 　
BMI 정상체중 3752 244 0.0606
　 % 93.5 6.5 　
　 비만 879 69 　
　 % 92.7 7.3 　
　 고도비만 233 27 　
　 % 89.3 10.7 　
만성질환 NO 4557 315 0.807
　 % 93.2 6.8 　
　 YES 307 25 　
　 % 92.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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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2018년 5개년도 전체 조사대상자

39,199명중 결측치가 없는 한국인 30~40세 9,118명에 대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를 결혼상태로, 종속변수를 현재흡연으로 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건강행태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하여 보

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들에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을

추가하였으며 건강행태에는 BMI지수, 연령, 만성질환유무를 포함

하였고 5개 연도에 대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연도변수도 추가하

였다.

[표7]에서는 연구대상자 전체에서 결혼상태에 따라 현재흡연

이 차이가 있었다. 미혼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혼사별별거군

은 현재흡연의 ODDS RATIO가 2.07(95%CI, 1.432-2.985)배 유의

하게 높았으나 유배우자 동거군은 0.76(95%CI, 0.642-0.904)배 유

의하게 낮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0.078(95%CI, 0.067-0.092)배로

현재 흡연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소득수준에서는 소득 4분위에 비

해 소득 3분위만 1.168(95% CI, 1.005-1.357)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수준변수에서는 대졸자에 비해 고졸은 1.878(95% CI,

1.596-2.209)배, 중졸은 2.584(95% CI, 1.831-3.645)배 높아 학력수

준이 낮아질수록 현재흡연과의 오즈비가 높았다. 연령변수에서도

30대가 40대에 비해 1.233(95% CI, 1.073-1.417)배 유의미하게 높

았으며 직업상태에서는 육체노동군이 무직군에 비해 1.486(95%CI,

1.189-1.857)배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연도변수에서는

2014년에 비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서 모두 유의미하

게 현재흡연 오즈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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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전체)

P<0.01 **

P<0.05 *

현재흡연
Odds Ratio 95% CI P-VALUE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0.76 0.642 0.904 0.0019 **
　 이혼사별별거군 2.07 1.432 2.985 0.0001 **
　 미혼군 1 　 　 　 　
성별 남성 1 　 　 　 　
　 여성 0.078 0.067 0.092 <.0001 **
소득수준 1분위 1.183 0.861 1.626 0.2996 　
　 2분위 1.065 0.887 1.279 0.4985 　
　 3분위 1.168 1.005 1.357 0.0427 *
　 4분위 1 　 　 　 　
BMI 정상 1 　 　 　 　
　 비만 1.003 0.87 1.155 0.9713 　
　 고도비만 1.12 0.881 1.425 0.3536 　
교육수준 중졸이하 2.584 1.831 3.645 <.0001 **
　 고졸 1.878 1.596 2.209 <.0001 **
　 대졸이상 1 　 　 　 　
연령대 30대 1.233 1.073 1.417 0.0031 **
　 40대 1 　 　 　 　
직업상태 사무직군 1.075 0.859 1.346 0.5271 　
　 육체노동군 1.486 1.189 1.857 0.0005 **
　 무직군 1 　 　 　 　
연도별 2014년 1 　 　 　 　
　 2015년 0.719 0.586 0.883 0.0016 **
　 2016년 0.811 0.668 0.985 0.0346 *
　 2017년 0.765 0.63 0.929 0.0069 **
　 2018년 0.762 0.618 0.939 0.0109 *
만성질환 없음 1 　 　 　 　
　 있음 0.984 0.788 1.229 0.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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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결혼상태를 층화분석하여 현재흡연과의 관련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8]에서 남성은 역시 전체 분석과 비슷하

게 미혼군에 비해 유배우자동거군에서 0.754(95% CI, 0.63-0.903)

배 낮았지만 이혼사별별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9]의 여성에서는 미혼군대비 이혼사별별거군이 1.876(95% CI,

1.097-3.207)배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배우자동거군에서는

0.536(0.347-0.828)배로 유의하게 낮았다.

남성은 교육수준 변수에서 대졸자 대비 중졸이하는

1.877(95% CI, 1.285-2.742)배 고졸은 1.675(95% CI, 1.398-2.007)배

현재 흡연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에서도 대졸자 대비 중졸이하

는 7.008(95% CI, 4.2-11.693)배, 고졸은 3.555(95% CI, 2.52-5.016)

배 현재흡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차이는 남성보다 크게 나타

났다.

직업상태에서는 남성 무직군에 비해 남성 육체노동군이

1.613(95% CI, 1.164-2.235)배 높은 것만이 유의하였고 여성은 직

업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도변수에서 남성은 2014년 대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 모두 유의미하게 현재흡연율이 낮았지만 여성에서는

2014년 대비 2018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현재흡연율이

1.636(95% CI, 1.091-2.455)배 높았다.

남성에서는 소득수준, BMI, 연령대 만성질환 유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에서는 소득수준, BMI, 직업

상태, 만성질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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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남성)

P<0.01 **

P<0.05 *

현재흡연
Odds Ratio 95% CI P-VALUE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0.754 0.63 0.903 0.0021 **
　 이혼사별별거군 1.501 0.913 2.467 0.1091 　
　 미혼군 1 　 　 　 　
소득수준 1분위 0.986 0.686 1.418 0.9405 　
　 2분위 1.032 0.843 1.262 0.7626 　
　 3분위 1.168 0.987 1.383 0.0712 　
　 4분위 1 　 　 　 　
BMI 정상 1 　 　 　 　
　 비만 1.003 0.859 1.172 0.966 　
　 고도비만 1.104 0.847 1.438 0.4638 　
교육수준 중졸이하 1.877 1.285 2.742 0.0011 **
　 고졸 1.675 1.398 2.007 <.0001 **
　 대졸이상 1 　 　 　 　
연령대 30대 1.101 0.946 1.281 0.2149 　
　 40대 1 　 　 　 　
직업상태 사무직군 1.141 0.813 1.602 0.4441 　
　 육체노동군 1.613 1.164 2.235 0.0042 **
　 무직군 1 　 　 　 　
연도별 2014년 1 　 　 　 　
　 2015년 0.67 0.533 0.843 0.0007 **
　 2016년 0.74 0.595 0.921 0.007 **
　 2017년 0.69 0.553 0.861 0.001 **
　 2018년 0.625 0.501 0.78 <.0001 **
만성질환 없음 1 　 　 　 　
　 있음 1.013 0.791 1.297 0.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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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여성)

P<0.01 **

P<0.05 *

현재흡연
Odds Ratio 95% CI P-VALUE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0.536 0.347 0.828 0.005 **
　 이혼사별별거군 1.876 1.097 3.207 0.0216 *
　 미혼군 1 　 　 　 　
소득수준 1분위 1.536 0.931 2.536 0.093 　
　 2분위 1.166 0.787 1.727 0.4441 　
　 3분위 1.17 0.839 1.633 0.3549 　
　 4분위 1 　 　 　 　
BMI 정상 1 　 　 　 　
　 비만 0.922 0.675 1.26 0.6114 　
　 고도비만 1.013 0.596 1.721 0.9614 　
교육수준 중졸이하 7.008 4.2 11.69

3 <.0001 **

　 고졸 3.555 2.52 5.016 <.0001 **
　 대졸이상 1 　 　 　 　
연령대 30대 1.893 1.426 2.514 <.0001 **
　 40대 1 　 　 　 　
직업상태 사무직군 0.842 0.581 1.222 0.3657 　
　 육체노동군 1.195 0.875 1.633 0.262 　
　 무직군 1 　 　 　 　
연도별 2014년 1 　 　 　 　
　 2015년 0.934 0.623 1.402 0.7416 　
　 2016년 1.15 0.778 1.698 0.4833 　
　 2017년 1.16 0.772 1.745 0.474 　
　 2018년 1.636 1.091 2.455 0.0174 *
만성질환 없음 1 　 　 　 　
　 있음 0.824 0.482 1.408 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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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혼상태와 직업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

성별에 따른 층화분석을 실시한 이후 결혼상태와 다른 공변

량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흡연 오즈비를 알아본 결과 남성에

서는 결혼상태*직업수준 상호작용(P값 0.0367)과 결혼상태*연도(P

값 0.0249)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에서는 상호작

용이 유의한 변수가 없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남성에서 결혼상태와 직업상태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

율을 SAS 9.4내의 PROC SURVEYLOGISTIC 내 Lsmean 프로시

져를 통해 보정분율을 구하여 알아보았다. Lsmean 프로시져를 통

해 보정분율을 구하게되면 연속형보정변수는 단순평균값으로 지정

되므로 가중평균값을 구해서 지정하였으며 범주형보정변수에는 가

중비율값이 자동 지정되었다.

이렇게 구해진 보정분율에서 차이를 구해 상호작용별로

Odds ratio를 구한결과는 [표10]과 같다. 먼저 직업상태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 사무직군에서는 유배우자동거군이 이혼별거사별군 대

비 0.25(95% CI, 0.10-0.60) 유의미하게 낮으며 미혼군 대비 이혼

사별군이 3.39(95% CI, 1.36-8.42)배 현재흡연율이 높았다. 미혼군

대비 유배우자동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체노동군에서는 유배우자동거군이 이혼별거사별군에 비해

현재흡연이 0.53(95% CI, 0.28-1.00)배 낮았으며 유배우자동거군은

미혼군에 비해 0.63(95% CI, 0.48-0.64)배 유의하게 낮았다. 무직

군에서는 직업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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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결혼상태를 기준으로 [표11]에서 해석해 보면 유

배우자동거군에서는 육체노동군 대비 사무직이 0.74(95% CI,

0.62-0.90)배 낮았다. 무직군 대비 사무직군과 육체노동군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혼별거사별군에서는 무직군 대비 사무직이 4.24(95% CI,

1.16-15.51)배 현저하게 높았다. 다른 그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미혼군에서는 육체노동군 대비 사무직이 0.56(95% CI,

0.40-0.80)배 유의하게 낮았고 무직군 대비 육체노동군이 2.18(95%

CI, 1.39-3.43)배 현재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무직군 대비 사무

직군의 현재흡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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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남성에서 결혼상태와 직업상태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직업상태 기준)

P<0.01 **

P<0.05 *

표 11. 남성에서 결혼상태와 직업상태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결혼상태 기준)

P<0.01 **

P<0.05 *

현재흡연 
　 사무직 육체노동군 무직군
　 OR 95% CI P값 OR 95% CI　 P값 OR 95% CI P값

유배우자동거군 - 이혼별거사별군 0.25 0.10 0.60 ** 0.53 0.28 1.00 * 1.37 0.44 4.23 　
유배우자동거군 - 미혼군 0.83 0.64 1.08 　 0.63 0.48 0.84 ** 1.35 0.73 2.49 　

이혼사별군 - 미혼군 3.39 1.36 8.42 ** 1.20 0.62 2.32 　 0.98 0.33 2.97 　

현재흡연 
유배우자동거군 이혼별거사별군 미혼군

　 OR 95% CI P값 OR 95% CI P값 OR 95% CI P값
사무직-육체노동군 0.74 0.62 0.90 ** 1.59 0.54 4.68 　 0.56 0.40 0.80 **

사무직-무직군 0.76 0.46 1.27 　 4.24 1.16 15.51 * 1.23 0.77 1.96 　
육체노동군-무직군 1.02 0.61 1.71 　 2.67 0.81 8.75 　 2.18 1.39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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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혼상태와 연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

결혼상태와 연도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를

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12]에서처럼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유배우자동거군이 이혼별거사별군과

미혼군과 다르게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

배우자 동거군에서 2015년대비 2014년은 1.89(95% CI, 1.45-2.47)

배 현재 흡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연도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비 2014년은 각각 1.40(95% CI,

1.10-1.78), 1.58(95% CI, 1.22-2.03), 1.71(95% CI, 1.33-.2.21)배 현

재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도를 기준으로 결혼상태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표13]에서

분석해보면 2014년, 2016년, 2018년 내에서는 결혼상태별로 현재흡

연율에 대한 상호작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5년에

는 이혼별거사별군 대비 유배우자동거군의 현재흡연율이 0.38(95%

CI, 0.15-0.93)배 낮았으며 미혼군대비 유배우자동거군의 현재흡연

율도 0.40(95% CI, 0.25-0.62)배 낮았다. 2017년에는 이혼별거사별

군 대비 유배우자동거군이 0.19(95% CI, 0.05-0.67)배, 미혼군대비

이혼사별군이 4.17(95% CI, 1.15-15.11)배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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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남성에서 결혼상태와 연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결혼상태 기준)

P<0.01 **

P<0.05 *

표 13. 남성에서 결혼상태와 연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연도 기준)

P<0.01 **

P<0.05 *

현재흡연 
유배우자동거군 이혼별거사별군 미혼군

　 OR 95% CI P값 OR 95% CI P값 OR 95% CI P값
2014년-2015년 1.89 1.45 2.47 ** 1.72 0.32 9.23 　 0.65 0.38 1.09 　
2014년-2016년 1.40 1.10 1.78 ** 3.68 0.60 22.51 　 1.05 0.65 1.68 　
2014년-2017년 1.58 1.22 2.03 ** 0.72 0.11 4.91 　 1.08 0.67 1.73 　
2014년-2018년 1.71 1.33 2.21 ** 2.70 0.49 14.85 　 1.13 0.71 1.81 　

　 유배우자동거군-이혼별거사별군 유배우자동거군-미혼군 이혼사별군-미혼군
OR 95% CI P값 OR 95% CI P값 OR 95% CI P값

2014년 0.42 0.10 1.79 1.17 0.78 1.75 2.81 0.64 12.33
2015년 0.38 0.15 0.93 * 0.40 0.25 0.62 ** 1.05 0.41 2.67
2016년 1.10 0.36 3.31 0.87 0.62 1.24 0.80 0.26 2.46
2017년 0.19 0.05 0.67 * 0.80 0.55 1.15 4.17 1.15 15.11 *
2018년 0.66 0.26 1.63 0.77 0.55 1.10 1.18 0.46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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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고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2018년 5개년도 3040세대를 대상으

로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결혼상태에

따라 현재흡연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결혼상태와 직업, 결혼상태

와 조사연도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현재흡연은 남성에서만 유의하

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연구대상자 전체와 남성, 여성에서 모두 미혼군 대

비 이혼사별별거군은 현재흡연이 높았으며 미혼군 대비 유배우자

동거군은 현재흡연이 낮았다. 이는 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사는

군에서는 미혼군보다 흡연행동을 적게하는 건강행동을 보이지만

제대로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혼별거사별군에서는 흡

연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책임감이 생기는 유배우자동거군에서는 금연을 하지만 이혼

별거그룹에서는 현재흡연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

치한다.[21-24]

우리나라 사회계층 불평등과 흡연율을 연구한 선행연구[25]에

따르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경향이 있

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현재흡연은 소득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교육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졸자에 비해 학력이 낮아질수록 현재흡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다. 특히 여성에서는 대졸자에 비해 중졸이하 그룹이 7.008(95%

CI, 4.2-11.4)배 높았다. 이 흡연 위험도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

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흡

연이 감소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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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태는 현재흡연율의 차이가 여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남성에서는 무직군대비 육체노동군이 유의미하게 현재흡연이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에서 남성의 경우 무직군이 6.4%에 불과하

였지만 여성은 무직군이 39.8%에 달해 직업상태가 유의하게 나오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남녀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73.7%이지만 여자는 52.9%로 성별간의 차이가 있다.[31] 이는

한국인 30대 여성은 출산, 40대 여성은 육아로 경력단절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2-33] 따라

서 여성에서는 직업과 현재흡연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흡연율이 연도변수에서 남성과 여성에서 유

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남성에서는 2014년 대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 모두 흡연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다른 요인보다도 2015년 1월 1일에 2,500원이었던 담뱃

값이 4,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시

작 직후의 단기 충격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의한 수준의 흡연

율 감소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34-37, 41-42] 다

만 동아시아 여성의 경우에는 흡연율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

다고 한 결과[14, 38]와 함께 여성의 흡연율이 낮아 여성에서는 유

의미한 연도별 차이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태와 직업상태, 결혼상태와 연도의 현

재 흡연율에 대한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여성에서는 모두 유의

하지 않았지만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직군내에서는 결혼상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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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유배우자동거군이 이혼별거별군보다 현재흡연이 유의하

게 낮았으며 이혼별거사별군은 미혼군대비 현재흡연이 3.39배(95%

CI, 1.36-8.42)배 높게 나왔다. 이혼 등의 사유가 현재흡연과 큰 관

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39-40]와 같지만 사무직군내에서 그 위험

도가 더 커 보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혼상태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확인되어 사무직군과 이혼별거사별군에 동시에 속하는 남성

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육체노동군에서는 유배우자동거군이 이혼별

거사별군과 미혼군대비 모두 유의하게 흡연율이 낮았다.

남성에서 결혼상태와 연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유배우

자동거군만이 2014년의 흡연율이 다른 연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이혼별거사별군

과 미혼군보다 가정의 지지를 받는 유배우자동거군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 유배우자

동거군의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 경우가 많아 2배가

넘는 담배가격인상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어 금연을 결심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34-37, 41-42]

추가로 자녀의 유무가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자녀 변수를 모델에 추가하여 확인한 결과 자녀가 없는

그룹에 비해 자녀가 있는 그룹이 남녀 포함 전체그룹에서는

0.722(95% CI, 0.597-0.872)배 현재흡연이 낮았다. 남자에서는 자녀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자에서는 자녀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에 비해 0.281(95%CI, 0.200-0.395)배 낮게 나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가 있을수록 금연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부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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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직접 설문지를 제작해서 만든 조사

가 아닌 단면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따라

서 배우자 흡연 등 흡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조사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특히 흡연 시작 연령은 나와 있으나 결혼시

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은 한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추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결혼연

령에 대한 조사를 건의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패널데이터로 발전된다면 결혼과의 연관성은 물론, 다른 보건학연

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패널데이터로의 발전도 고려

해보아야 한다.

둘째로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흡연율 같은 경우 과소추정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흡연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Urine

Cotinine 정보를 활용해 흡연상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42]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상태를 유배우자동거군, 이

혼별거군, 사별군, 미혼군으로 총 4그룹으로 나눴으나[5][23] 3040

세대에서 사별군의 표본수가 적어서 이혼별거사별군으로 하나로

모아서 분석한 점이다. 향후 더 많은 표본수가 확보된다면 결혼상

태별로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보건학적 의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결혼,

취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30,40대만을 중점적으로 결

혼상태별로 현재흡연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이라는 점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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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상태는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취약

군을 대상으로 건강 중재 혹은 다른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결혼시점에 대

한 정보를 추가하고 패널데이터로의 전환도 시행이 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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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전체) -자녀변수 포함

현재흡연
Odds Ratio 95% CI P-VALUE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0.829 0.693 0.992 0.0401 *
　 이혼사별별거군 2.165 1.492 3.141 <.0001 **
　 미혼군 1 　 　 　 　
성별 남성 1 　 　 　 　
　 여성 0.079 0.067 0.092 <.0001 **
소득수준 1분위 1.219 0.886 1.677 0.2225 　
　 2분위 1.11 0.925 1.333 0.262 　
　 3분위 1.194 1.027 1.389 0.0214 *
　 4분위 1 　 　 　 　
BMI 정상 1.01 0.875 1.165 0.8947 　
　 비만 1.129 0.889 1.435 0.3197 　
　 고도비만 1 　 　 　 　
교육수준 중졸이하 2.502 1.773 3.531 <.0001 **
　 고졸 1.856 1.577 2.184 <.0001 **
　 대졸이상 1 　 　 　 　
연령대 30대 1.221 1.063 1.403 0.0047 **
　 40대 1 　 　 　 　
직업상태 사무직군 1.064 0.849 1.332 0.5905 　
　 육체노동군 1.476 1.181 1.845 0.0006 **
　 무직군 1 　 　 　 　
연도별 2014년 0.716 0.584 0.878 0.0014 **
　 2015년 0.801 0.661 0.972 0.0243 **
　 2016년 0.753 0.621 0.914 0.0041 **
　 2017년 0.754 0.612 0.928 0.0078 **
　 2018년 1 　 　 　
만성질환 없음 0.988 0.79 1.235 0.9146 　
　 있음 1 　 　 　 　
자녀 있음 0.722 0.597 0.872 0.0008 **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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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남성) -자녀변수 포함

현재흡연
Odds Ratio 95% CI P-VALUE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0.771 0.64 0.93 0.0066 **
　 이혼사별별거군 1.507 0.917 2.476 0.1057 　
　 미혼군 1 　
소득수준 1분위 0.992 0.691 1.426 0.9669 　
　 2분위 1.043 0.851 1.279 0.6823 　
　 3분위 1.175 0.991 1.392 0.0636 　
　 4분위 1 　
BMI 정상 1.006 0.861 1.175 0.9439 　
　 비만 1.108 0.851 1.443 0.4471 　
　 고도비만 1 　
교육수준 중졸이하 1.865 1.276 2.725 0.0013 **
　 고졸 1.669 1.393 2.001 <.0001 **
　 대졸이상 1 　
연령대 30대 1.097 0.942 1.277 0.2346 　
　 40대 1 　
직업상태 사무직군 1.139 0.811 1.598 0.4526 　
　 육체노동군 1.61 1.162 2.23 0.0042 **
　 무직군 1 　
연도별 2014년 0.67 0.532 0.843 0.0006 **
　 2015년 0.738 0.593 0.918 0.0064 **
　 2016년 0.687 0.551 0.857 0.0009 **
　 2017년 0.624 0.5 0.778 <.0001 **
　 2018년 1 **
만성질환 없음 1.014 0.792 1.298 0.9132 　
　 있음 1 　
자녀유무 있음 0.916 0.755 1.112 0.3757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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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흡연 오즈비(여성) -자녀변수 포함

현재흡연
Odds Ratio 95% CI P-VALUE

결혼상태 유배우자동거군 0.852 0.538 1.351 0.496
　 이혼사별별거군 2.825 1.616 4.94 0.0003 **　
　 미혼군 1 　
소득수준 1분위 1.947 1.161 3.268 0.0117 *
　 2분위 1.405 0.953 2.073 0.0863 　
　 3분위 1.33 0.952 1.858 0.0944 　
　 4분위 1 　
BMI 정상 0.931 0.677 1.281 0.6591 　
　 비만 0.948 0.561 1.6 0.841 　
　 고도비만 1 　
교육수준 중졸이하 5.843 3.458 9.873 <.0001 **
　 고졸 3.384 2.397 4.777 <.0001 **
　 대졸이상 1 　
연령대 30대 2.023 1.514 2.704 <.0001 **　
　 40대 1 　
직업상태 사무직군 0.772 0.532 1.119 0.1713 　
　 육체노동군 1.172 0.852 1.611 0.3289
　 무직군 1 　
연도별 2014년 0.901 0.596 1.362 0.6215
　 2015년 1.047 0.709 1.549 0.816
　 2016년 1.093 0.721 1.657 0.6763
　 2017년 1.512 0.999 2.288 0.0508
　 2018년 1
만성질환 없음 0.88 0.521 1.484 0.6307 　
　 있음 1 　
자녀유무 있음 0.281 0.2 0.395 <.0001 **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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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tal Status and Smoking

Behaviors in Thirties and

Forties Korean Adults : From

the 2014-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Marital Status interaction with Occupation

Level and Year-

Jinhyung Lee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 Age of first marriage and first employment

increases in Korean Society. A nationwide survey including the 30s

and 40s Korea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and

smoking was far less studied. Also, no studies are concentrat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level a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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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 this study, both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30s and 40s were targeted. We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current smoking, including interaction with

marriage, occupation level, and Year.

Methods : We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during 2014-2018. First, the Chi-square test

was used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nd smoking. Second, We ass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and smoking after controlling covariates. We

also fi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level and year on current smoking.

Results : In all participants, the Divorced/Separated/Widowed

Group had a higher risk of smoking than the Never Married Group;

however, Married and Living with partner group had a lower chance

of smoking than the Never Married Group.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present smoking level. In women, the difference

in smoking rates did not significantly depend on the occupation level.

Only the physical labor group compared to the unemployed at present

smoking risk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for men.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level were

observed in men but not in women. The man who is in the manual

group and Divorced/Separated/Widowed Group had a higher risk of

smoking. Raising the price of cigarettes in 2015 lowers only in

Married and Living with partner groups significantly.

Conclusion : The smoking rate of Married and Liv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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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Group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nother marital

status. Continued research and policy support on smoking risk for

people in the 30s and 40s is necessary.

keywords : Smoking Behaviors, Marital Status,

Student Number : 2017-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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