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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 요인
변해원1)

A Study on Effects of Women’s smoking behavior in Korea Using
the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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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통계학적 모형을
개발하고 여성 금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료원은 2010년 서울복지패널이며, 분석 대상은
조사를 완료한 20세 이상 여성 3,958명이다. 결과변수는 현재 흡연 여부(흡연자, 비흡연자)로 정의하였
다. 설명변수는 연령, 최종학력, 현재 취업 상태, 가구 월 평균 총 소득, 배우자 유무, 음주 여부, 주관
적 건강상태, 정기적인 운동여부, 가족관계, 교우관계, 지난 1달 간 우울증상 여부, 현재 질병 여부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데이터마이닝의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알고리즘을 이용
하였다. 한국 여성의 흡연 분류 모형을 구축한 결과, 유의미한 요인은 음주, 우울증상, 가구 월 평균
총소득, 주관적 가족관계, 배우자 유무이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여성 흡연자의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 데이터마이닝, 흡연, 위험요인, 의사결정나무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Women’s smoking behavior in
Korea. Data were from the A Study on the Seoul Welfare Panel Study 2010. Subjects were 3,958 females
aged 19 and older living in the community. A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by the use of a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lgorithm of data-mining approach. In the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lgorithm analysis, alcohol consumption, depression, income, family relationship, marital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moking behavior in Korean females.
Keywords : Smoking,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Decision tree, Ris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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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주요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금연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
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담배광고 규제, 금연구역 설정, 담배부담금 부과, 금연 교육 및 금연 홍보
등 지속적으로 금연정책을 수행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담배값이
평균 80% 이상 인상되는 등의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계속
된 적극적인 금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1].
흡연은 대표적인 건강위험행위로서 만성적인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성, 심잘질환, 뇌졸중, 구강암, 식도암, 후두질환 등의 위험요인
이다[2-5]. 특히, 여성 흡연은 조기 폐경,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남성 흡연보다 건강에 더 부정적이다[6]. 또한, 임산부의 흡연은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생 등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흡연으로 인해 손실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한 해에만 최소 4조8860
억 원에서 최대 5조 9381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사회적 손실에 여성의 흡연으로 인한 출산 저하
등의 간접적인 손실을 포함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7].
흡연은 수정 가능한 건강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흡연율은 1989년 70.4%에서 2010년 4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같은 기간 여성 흡연율은 4.4%에서 6.3%로 소폭 증가하였다[8]. 이처럼 여성의 금연 정책
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가 여성의 흡연에 미치는 요인이 다이어트 시
도 등 남성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9]. 따라서 여성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여성
흡연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여성의 흡연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흡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 연령, 경제수준, 학력, 음주, 우울증 등이 보고되었다[10-14]. 그러나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건강 행위 등의 개별 요인의 탐색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흡연은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외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건강수준, 건강행위 등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계학적 모형을
개발하고 여성 금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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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
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서울시복지패널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의 원시데이터의 일부이
다. 서울시복지패널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수준을 파악하고 복지취약계층의 실태파
악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9년 통계청의 승인(제20113호)을 받아서 수
행되었다[15].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상가구 중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소재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였고, 표본추출방식은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소득, 경제수준, 건강, 생활여건, 복지서비스 수요 등이며,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휴대용 컴퓨터에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한 내용을 입력하는 컴퓨
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완료자 7,761명 중에서 남성 3,547명, 19세 이하 256명을 제외한 여성 3,95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3 변수의 측정 및 정의
결과 변수는 현재 흡연 여부(흡연자,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현재 흡연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일 한 개비 또는 가끔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평생 담배 5갑(100

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비흡연자는 과거 담배를 피웠지만 현재는 피우지 않는 사
람(과거 흡연자)과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운 경험이 없거나, 담배를 5갑(100개비) 미만으로 피운 사람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설명변수는 연령(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최종학력(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 이상), 현재 취업 상태(취업, 미취업), 가구 월 평균 총 소득(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400만
원 이상), 배우자 유무(배우자가 있고 함게 살고 있음, 배우자가 있으나 함께 살고 있지 않음, 배우
자 없음), 음주 여부(음주자, 비음주자),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보통, 나쁨), 정기적인 운동 여부(없
음, 있음) 주관적 가족관계(좋음, 보통, 나쁨), 교우관계(좋음, 보통, 나쁨), 지난 1달 간 우울증상 여
부(없음, 있음), 현재 순환기, 내분비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이비인후 질환, 간질환, 비뇨기계질환
등 질병 여부(없음, 있음)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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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 방법
2.4.1 여성 흡연의 잠재적 요인 탐색
흡연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유의
미수준 0.5 이하인 설명변수는 여성 흡연의 잠재적 요인으로 가정하고 데이터마이닝 모형에 포함
하였다[16].

2.4.2 CART

알고리즘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는 통계학적 의사결정분류모형의 분석 알고리즘 중

하나로서 지니 계수(Gini Index)를 이용하여 불순도(impurity)를 측정하며, 부모마디로부터 자식마
디가 2개만 형성되는 이진분류(binary split)에 기반한 알고리즘이다[17]. CART는 생성되는 규칙을
해석하기 쉽고,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8].
지니 계수는 n개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추출하였을 때, 추출된 2개가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며, 도출과정은 각 마디에서 도수가 가장 많은 목표변수의 오분류 확
률을 식(1)의 통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지니계수의 감소량이 계산되면, 알고리즘의 마지막 과정으로 지니 계수를 가장 감소시켜 주는
분류 변수와 최적 분리를 자식 마디로 선택한다.
이 연구의 모형에서 CART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의 분리 및 병합 기준값
은 0.05로 설정 하였고, 부모마디의 수는 200명, 자식마디 수는 100명, 분지가지 개수는 5개로 제한
하였다.
최종 모형의 타당성 평가는 K배 교차 검증법(K-fold cross-valid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18]. 이 때, 모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K의 값은 10일 경우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K의 값을 10으로 설정한 10배 교차 검증법을 적용하였다[19].
모든 분석은 MINITAB version 13(Minitab Inc., State College, Pennsylvania, USA)과 Decision
Tree version 20.0(IBM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양측검정에서 0.05

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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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연구대상의 특성과 흡연의 잠재적 요인
[표 1] 흡연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smoking, n(%)

Variables
연령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
현재 취업 상태
취업
미취업
가구 월 평균 총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400만원
400만원 이상
배우자 유무
동거
별거
없음
음주 여부
비음주자
음주자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보통
나쁨
정기적인 운동 여부
안한다
한다
주관적 가족관계
좋음
보통
나쁨
주관적 교우관계
좋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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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3,867)

Smoking

Yes (n=91)

1,303 (97.3)
1,359 (98.0)
1,205 (97.8)

36 (2.7)
28 (2.0)
27 (2.2)

836 (97.0)
394 (98.0)
1,112 (97.4)
1,525 (98.3)

26 (3.0)
8 (2.0)
30 (2.6)
27 (1.7)

1,081 (97.2)
2,786 (97.9)

31 (2.8)
60 (2.1)

1,435 (96.1)
1,294 (98.4)
409 (98.6)

58 (3.9)
21 (1.6)
6 (1.4)

2,512 (98.8)
75 (96.2)
1,280 (95.7)

31 (1.2)
3 (2.8)
57 (4.3)

2,785 (98.7)
1,082 (95.3)

38 (1.3)
53 (4.7)

1,667 (98.7)
1,276 (97.9)
924 (95.7)

22 (1.3)
27 (2.1)
42 (4.3)

2,434 (97.4)
1,433 (98.2)

65 (2.6)
26 (1.8)

2,595 (98.3)
995 (97.1)
223 (94.9)

44 (1.7)
30 (2.9)
12 (5.1)

1,591 (97.7)
1,854 (97.9)

37 (2.3)
40 (2.1)

p
0.484

0.183

0.200

<0.001

<0.001

<0.001

<0.001

0.097

0.001

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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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쁨
지난 한 달 간 우울증상
없음
있음
현재 질병 여부
없음
있음

422 (96.8)

14 (3.2)

3,085 (98.4)
782 (95.1)

51 (1.6)
40 (4.9)

1,496 (97.1)
2,371 (98.1)

45 (2.9)
46 (1.9)

<0.001

0.037

흡연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잠재적 요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
3,958명 중에서 현재 흡연자는 91명(2.3%) 이었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현재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가구 월 평균 총 소득, 배우자 유무, 음주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가족 관계, 지난 한 달
간 우울 증상경험, 현재 질병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가구 월 평균
총 소득 200만원 미만(3.9%), 배우자 없음(4.3%), 음주자(4.7%),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쁨(4.3%), 주
관적 가족 관계가 나쁨(5.1%), 현재 순환기, 내분비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이비인후 질환, 간질환,
비뇨기계질환 등의 질병이 없는 집단(2.9%)에서 현재 흡연율이 높았다.

3.2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한 여성의 흡연 요인

[그림 1] 한국 여성의 흡연 행위 분류 모형
[Fig. 1] Prediction model for smoking behavior in Korean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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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 알고리즘을 이용한 여성 흡연의 분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이

용하여 여성 흡연의 잠재적 요인으로 설정된 변수들을 예측 모형에 포함한 후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계학적 분류모형을 구축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분류 변수는 음주, 우울증상,
가구 월 평균 총소득, 주관적 가족관계, 배우자 유무이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관여하는 예측 요인은 음주 여부였다. 다음으로 비음주자에서는 지난 한달 간
우울증상이 관여되는 분류 변수였고, 음주자는 가구 월 평균 총소득이 분류 변수였다. 세 번째는
우울증상이 없는 집단에서는 배우자 유무가 분류 변수였고,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은 주관적 가족
관계가 분류 변수였다.
[표 2]는 여성 흡연 행위 분류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로를 이득율이 높은 순서 데로 제시한
CART 알고리즘 기반 예측모형의 이익 도표이다. 마디번호는 최종마디의 번호이고, Gain Index
(%)는 최종 노드에 대한 이익지표이다. 이익지표를 도출했을 때, 총 3개의 유의미한 경로가 확인되

었지만, 세 번째 경로는 비흡연자로 범주가 예측되었기 때문에, 여성 흡연 분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유의미한 경로는 2개의 노드가 확인 되었다. 먼저, 여성 흡연의 분류에 있어서 이익지표 값이
가장 큰 제1경로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현재 음주를 하는 여성으로 10.2%가 현재
흡연자로 분류되었고, 이익지표는 444.7%이었다. 제2경로는 지난 한달 간 우울증상이 있으며, 가족
관계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 4.6%가 현재 흡연자로 분류되었고, 이익지
표는 198.2%이었다.
[표 2] CART 알고리즘에 의한 이득 도표
[Table 2] Gains chart of predictor variable by CART algorithm

1
2
3
4

Node
no

Node n
(%)1

Gain n
(%)2

6

313 (7.9)

32 (35.2)

Response Gain Index
(%)3
(%)4
10.2

특성

예측 범주

444.7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현재
음주를 하는 여성

현재 흡연자

현재 흡연자

비흡연자

10

373 (9.4)

17 (18.7)

4.6

198.2

지난 한달 간 우울증
상이 있으며, 주관적
가족관계가 나쁜 비
음주 여성

5

822 (20.8)

21 (23.1)

2.6

111.1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현재
음주를 하는 여성

Node n(%); node number, % to 3,958
Gain n(%); gain number, % to 91
Response (%): The fraction of the smoking behavior
Gain index (%):=444.7 in total 3 node

예측 모형의 분석이 완료되면, 개발된 예측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10-fold 교차타당성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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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도출된 모형의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10-fold 교차타당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위
험지수는 크로스 분류모형의 위험지수는 0.220, 오분류율은 22%로 도출되어, 예측모형의 위험지수
0.220 및 오분류율 22%와 동일하였다.

[그림 2] 최종 모형의 이득율
[Fig. 2] Gains percentile of final model

4. 결론
이 연구는 통계적 의사결정분류 모형의 분석 방법 중 하나인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의 흡연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분류모형을 구축한 결과, 첫째,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
만원 미만인 현재 음주를 하는 여성, 둘째, 지난 한달 간 우울증상이 있으며, 가족관계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은 현재 흡연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한국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성 흡연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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