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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validity of self-reported cigarette smoking status and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ccuracy self-reported and measured urinary cotinine in Korean adult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1st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2009-2011) among adults

aged ≥19 years (N=6,246). The survey examined self-reported smoking status, and urinary cotinine was regarded

as the biomarker of exposure to tobacco smoke. Urinary cotinine was analyzed using a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version 20.0, which uses the sample

weight and calculates variance estimates to adjust for the unequal probability of selection into the survey.

Results: We calculated a cut-off point (53.3 ug/L) by using a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The smoking prevalence was 24.6% based on self-reported data and 28.2% based on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s. When we assessed the agreement between self-reported and urinary cotinine, we found an

average agreement of 97.7% among self-reported smokers and 94.5% among self-reported non-smokers. Among

self-reported smokers, factors affected the discrepancy were age,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On the other hand, gender, former smoking experience, and exposure to SHS

(second hand smoke) were associated with discrepancies among self-reported non-smoker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reported data on smoking status provide a valid estimate of actual

smoking status. In future research, we will conduct a continuous monitoring study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of

the data to reduce potential interpret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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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법 제정에 따라 2009년부

터 국가단위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인 국민환경보건기

초조사가 3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제1기 국민환

경보건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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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인체 내 유해화학물질

16종의 농도를 조사하여 전국민 대푯값 및 참고구간

을 국가승인통계(제10627호, 2012)로 공표하였으며,

2013년부터 환경보건 연구 활성화 및 조사결과 확

대를 위해 원시자료를 공개하고 있다.1)

본 사업의 목적은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

을 파악하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며, 이를 환경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환

경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영향 요인 분석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요인 분석

은 대부분 대상자의 설문 응답 자료에 상당 부분 의

존할 수밖에 없다.2-4) 특히, 제1기 기초조사 결과 흡

연과 같은 생활습관이 화학물질의 노출과 관련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노출 저감을 위해 금연 등 건전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5,6)

흡연의 경우, 기초조사의 유해화학물질 분석항목

과 대부분 관련이 있으며, 생물학적 노출지표와의 인

과관계도 명확하여 설문응답과 생물학적 노출정도와

의 일치여부를 파악하기 수월하다.7,8) 그러나 건강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정부 금연정책으로 흡연자

에 대한 압력이 큰 상황에서 위축된 응답자가 설문

에 거짓 응답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문자료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자가설문 자료가 정확한 흡

연 상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

하다.2,3) 또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설문자료의 정확도 검

증은 반드시 필요하다.4)

흡연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로는 호기 중 일산화

탄소, 혈액, 타액 또는 요 중 니코틴, 코티닌 등이

있다. 이 중 니코틴은 반감기가 1~2시간으로 짧아

흡연의 만성노출을 측정하는데 부적절하지만, 니코

틴 대사물질인 코티닌은 반감기가 18~20시간으로 만

성 흡연자에서 안정적인 농도를 보이므로 흡연의 좋

은 생물학적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응답자의 흡연상

태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 정보를 확인하는데 매

우 유용하다.9-14) 또한 혈액과 달리 요는 비침습적 방

법으로 시료채취가 간단하고 대상자의 부담감을 덜

어주며 많은 시료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의 자료를 이용하여 흡연여부에 대한 자가보고 설문

의 타당도를 평가하고, 요 중 코티닌 농도와 설문자

료와의 일치여부를 파악하여 설문의 정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단

위의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이다. 본 연구는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

행되었던 제1기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 선정

제1기 조사참여자 6,311명 중 코티닌 분석값이 없

고 흡연여부 및 소득수준을 묻는 설문에 결측치가

있거나 현재 직업이 군인,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총

65명을 제외한 6,246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제1기 기초조사의 설문조사는 환경오염물질의 노

출경로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교통 및 이동수단’,

‘거주환경’, ‘생활습관’, ‘식이습관’, ‘사회경제인구학

적 특성’, ‘최근 생활식이습관’의 7개 부문에 걸쳐

총 14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행태를 포함한 생활습관과 직

업력 및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흡연 여부는 ‘귀하는 평소 담

배를 피우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

우를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위 문항에 ‘아니오’로 응

답한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신

경험이 있으십니까?’의 하위 문항으로 과거 흡연여

부를 조사하였다.

간접흡연 여부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실내 공간에서 맡는 경우가 얼마나 자

주 있습니까?’란 설문에 ‘없다’, 또는 노출 빈도(주

1~2회, 주3~4회, 주5~6회, 매일)로 응답한 자료를 조

사하였다. 위 문항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비노출

자에 대해서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흡연자가 있

습니까?’의 하위 문항으로 실외에서 흡연을 하는 가

족구성원의 옷과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담배연기 등

3차 간접흡연의 노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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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직업력은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

입니까?(두 가지 이상 직업일 때 주된 직업 하나만

적어주십시오)’란 설문을 통해 현재 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직업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국

제표준 직업분류를 근거로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여 대분류 하였다.15)

3. 생체시료 채취 및 요 중 코티닌 분석

코티닌 분석을 위한 요 시료채취는 현장 시료채취

방법(일시뇨)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전에 신체계

측과 함께 이루어졌다. 요 시료는 분석기관으로 이

송 전까지 −20oC에 보관하였고, 코티닌은 가스크로

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11,16) 공시료, 검량선 작성용 표준물질, 정도관리

시료 및 분석시료를 각각 3 mL 씩 분취하여 10 mL

glass test tube에 담고, 내부표준물질(ISTD) 250 µL,

0.1 M sodium hydroxide 50 µL와 chloroform 0.5

mL를 주입한 후 250 rpm으로 1시간 동안 진탕하였

다. 그 후, 15분간 2,500 rpm으로 원심분리하고 상

층을 제거하였다. 이 용액에 무수황산나트륨 0.2 g을

첨가하여 잔여수분을 제거하고 2 µL를 GC/MS (Clarus

600T, Perkin Elmer)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검출한

계는 시험분석 대상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로서 바탕농도 수준의 시료를 7회 반복 측정하

여 얻은 결과의 표준편차를 3.14배 한 값인 방법검

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로 나타냈으

며, 코티닌의 MDL은 0.3 µg/L이었다. 

4. 통계 분석

흡연자를 감별하기 위한 코티닌 기준값 설정은

ROC (Receive Operator Characteristics) 곡선을 분

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MedCalc ver 14.10.2을

사용하였다.9)

모든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의 산출과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설문응답에 대한 타당도 분석

은 IBM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였으며, 기초조

사의 복합표본설계 방식에 맞추어 층화변수, 집락변

수 및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계획파일을 생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설문 응답과 요 중 코티

닌 농도와의 불일치율을 비교하기 위해 복합표본 교

차분석을 시행하였고, 설문 응답과 코티닌 농도와의

불일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

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의 경

제적 수준, 하루 평균 흡연량 및 현재 직업 변수였

으며, 흡연응답자의 경우 과거 흡연 및 간접흡연 여

부 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 분석에 이용된 6,246명의 성인에 대한 일반

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흡연 응답자는 비흡연 응답자에 비해 남성의 비

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20~40대가 많았으며, 미혼

자의 비율이 6.9% 더 높았다. 흡연 응답자의 87%

는 하루 평균 10 개비 이상을 피우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직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 흡연 응답 비율

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는 비흡연 응답 비율이

28.9%로 흡연 응답 비율(4.0%)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2. 흡연 여부에 대한 타당도 평가

흡연 여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니코틴의 대사물질

인 요 중 코티닌 농도를 이용하여 ROC 분석을 시

행한 결과, 흡연자 감별의 적절한 기준값은 53.3 µg/

L(민감도 97.1%, 특이도 95.14%) 이었다(Fig. 1).

흡연 여부에 대한 정확도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

의 자가보고 흡연율은 24.6%였으며, 실제 흡연자 감

별코티닌 기준농도(53.3 µg/L)를 초과하는 경우는

28.2% 로 자가보고 흡연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그러나 여성만 따로 분석한 경우, 자가보고 흡

연율은 4.1% 이었으나 코티닌 기준 농도를 초과하

는 경우는 8.8%로 설문응답과 2배 이상의 흡연율

차이를 보였다(Table 2).

흡연자의 설문 응답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와의 일

치율은 97.7%로, 흡연자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97.7%

는 생물학적으로도 흡연자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2.3%는 요 중 코티닌 농도가 53.3 µg/L 이하로 불일

치하였다. 또한, 비흡연자라고 응답한 사람의 94.5%

는 생물학적으로도 비흡연자로 분류된 반면, 5.5%는

요 중 코티닌 농도가 53.3 µg/L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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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응답과 요 중 코티닌 농도와의 불일치

요인 분석

설문 응답과 요 중 코티닌 농도와의 불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흡연 응답자의 2.3%, 비흡연 응

답자의 5.5%가 생물학적 농도와 불일치하였다. 

흡연 응답자의 경우, 여성(7.0%)과 60대 이상(7.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ed 19 years or older by smoking status, 1st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2009~2011 (n=6,246)

Characteristics
self-reported smokers self-reported non-smokers

N % N %

Gender
Male 1,268 90.4 1,626 33.6

Female 135 9.6 3,217 66.4

Age (years)

19~29 187 13.3 547 11.3

30~39 328 23.4 843 17.4

40~49 346 24.7 978 20.2

50~59 297 21.2 1,184 24.4

60~69 180 12.8 925 19.1

≥70 65 4.6 366 7.6

Marital status

Single, never married 257 18.3 551 11.4

Married, living with partner 1,081 77.0 4,018 83.0

Widowed/divorced/separated 65 4.6 274 5.7

Education

College & above 492 35.1 1,628 33.6

Middle school~high school 750 53.5 2,173 44.9

Below elementary school 161 11.5 1,042 21.5

Household's

economic

status

Poor 778 55.5 2,505 51.7

Fair 551 39.3 2,050 42.3

Good 74 5.3 288 5.9

Average no.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0 1,220 87.0

5~<10 104 7.4

3~4 38 2.7

1~2 41 2.9

Current

occupation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97 6.9 372 7.7

Professionals 124 8.8 410 8.5

Managers 24 1.7 51 1.1

Clerical support workers 90 6.4 259 5.3

Service & sales workers 100 7.1 285 5.9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161 11.5 484 10.0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217 15.5 226 4.7

Plant,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194 13.8 227 4.7

Elementary occupations 104 7.4 291 6.0

Housewife 56 4.0 1,399 28.9

Student 52 3.7 195 4.0

Unemployed 149 10.6 489 10.1

Unknown 35 2.5 155 3.2

Total 1,403 100 4,8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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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일치 정도가 높았으며, 학력수준이 낮고(초

등이하)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자들의 불일치율이 높

았다. 특히, 하루 평균 흡연량이 1~2 개비인 대상자

의 불일치 정도가 23.6%로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무

응답자(13.0%), 주부(10.6%), 관리자(10.2%), 서비스

종사자(4.3%) 순으로 높았다.

비흡연 응답자의 경우, 20~30대 젊은 연령층과 미

혼, 학력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불일치 정도가 높았

으며, 직업별로는 학생(9.2%), 서비스 종사자(7.9%),

무직(6.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6.4%)

순으로 불일치율이 높았다(Table 4).

흡연에 관한 설문 응답과 생물학적 지표와의 불일

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s 5, 6). 흡연 응답자의 일반적 특

성을 보정한 최종 모형에서, 60대 연령층은 20대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불일치 가능성이 15.05배 높았

다. 또한, 소득수준이 상(기준=하)이고, 하루 평균 흡

연량이 1~2 개비 미만(기준=10 개비 이상)인 응답

자의 경우, 생물학적 불일치 가능성이 각각 14.43

배, 18.37배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관리직, 무응답,

주부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았다.

비흡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최종모형

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 불일치 가능성

이 2.06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높은 연

령층에서 생물학적 불일치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비

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에서 불일치가 5.49배 높

았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대상자는 비노출 대상자에

비해 불일치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매일 노출되는

대상자는 비노출 대상자에 비해 불일치 가능성이

4.09배 높았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제1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자

료를 이용하여 흡연여부에 대한 자가보고 설문의 타

당도를 평가하고, 요 중 코티닌 농도와 설문자료와

의 일치여부를 파악하여 설문자료의 정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자료릍 토대로 ROC 곡선을 분석한 결과, 흡

연자 감별의 기준값은 53.3 ug/L(민감도 97.1%, 특

이도 95.1%)이었고, SRNT Subcommitte에서 제시

하고 있는 요 중에서의 코티닌 기준값은 50.0 µg/L

로 본 조사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17) 요 중 코

티닌을 이용한 대부분의 설문타당도 연구에서는 위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위 기준은 인종, 조사대상자의

특성, 흡연 행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 연구

에서는 정확한 기준값 설정을 위해 ROC 곡선을 통

해 산출된 값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2,4)

Fig. 1. ROC curve that discriminate smokers from the

nonsmokers. The optimal cut-off is 53.3 ug/L.

Table 2. Prevalence of cigarette smoking based on self-

report and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

Characteristics

Self-report
Urinary cotinine 

(53.3)

%
95% CI

%
95% CI

from to from to

Total 24.6 23.2 26.0 28.2 26.6 29.7

Male 46.0 43.6 48.5 48.4 46.0 50.8

Female 4.1 3.3 5.1 8.8 7.6 10.3

Table 3. Agreement between self-reported smoking status and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

Self-reported 

smoking status

> 53.3 ≤ 53.3

% (N)
95% CI

% (N)
95% CI

from to from to

smokers 97.7 (1,363) 96.7 98.5 2.3 (40) 1.5 3.3

non-smokers 5.5 (2,236) 4.7 6.4 94.5 (4,607) 93.6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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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unadjusted rates of agreement and discrepancy between self-reported and biochemically assessed cigarette

smoking status

Characteristics

Self-reported smokers Self-reported non-smokers

agreement

(%)
95% CI

Discrepancy

(%)

agreement

(%)
95% CI

Discrepancy

(%)

Gender
Male 98.2 97.2-98.9 1.8 94.0 92.3-95.3 6.0

Female 93.0 86.3-96.6 7.0 94.8 93.6-95.8 5.2

Age

(years)

19-29 99.5 96.2-99.9 0.5 90.7 87.2-93.4 9.3

30-39 98.0 95.3-99.1 2.0 91.5 89.0-93.4 8.5

40-49 98.0 95.2-99.2 2.0 95.4 93.5-96.7 4.6

50-59 97.7 94.9-99.0 2.3 96.3 94.8-97.3 3.7

60-69 92.9 87.4-96.1 7.1 97.8 96.3-98.7 2.2

≥70 94.5 83.5-98.3 5.5 97.8 95.6-98.9 2.2

Marital

status

Single, never married 98.9 95.4-99.7 1.1 90.8 87.3-93.4 9.2

Married, living with partner 97.4 96.0-98.3 2.6 95.1 94.1-96.0 4.9

Widowed/divorced/separated 97.9 91.9-99.5 2.1 97.5 94.7-98.8 2.5

Education

College & above 97.4 95.1-98.6 2.6 93.7 92.0-95.0 6.3

Middle school~high school 98.5 97.3-99.1 1.5 93.7 92.2-94.9 6.3

Below elementary school 94.9 90.0-97.5 5.1 98.2 96.9-98.9 1.8

Household's

economic

status

Poor 98.2 96.9-98.9 1.8 94.6 93.3-95.7 5.4

Fair 98.0 96.3-98.9 2.0 94.3 92.9-95.5 5.7

Good 92.1 78.7-97.3 7.9 95.2 91.1-97.4 4.8

Average no.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0 98.6 97.6-99.2 1.4

5~<10 96.7 89.3-99.0 3.4

3~4 94.3 78.8-98.6 5.7

1~2 76.4 58.6-88.1 23.6

Current

occupation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99.1 93.7-99.9 0.9 94.8 91.2-97.0 5.2

Professionals 98.2 90.5-99.7 1.8 95.0 91.4-97.2 5.0

Managers 89.8 65.7-97.6 10.2 94.4 81.4-98.5 5.6

Clerical support workers 95.7 89.0-98.4 4.3 92.1 84.9-96.1 7.9

Service & sales workers 99.0 94.8-99.8 1.0 94.0 89.9-96.5 6.0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96.5 88.0-99.0 3.5 97.3 94.9-98.5 2.7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99.6 97.4-99.9 0.4 95.0 90.6-97.4 5.0

Plant,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98.1 95.4-99.2 1.9 93.6 89.1-96.3 6.4

Elementary occupations 100.0 - - 95.5 91.4-97.6 4.5

Housewife 89.4 76.0-95.7 10.6 95.0 93.5-96.2 5.0

Student 100.0 - - 90.8 84.4-94.7 9.2

Unemployed 97.7 93.0-99.3 2.3 93.4 89.3-96.0 6.6

Unknown 87.0 65.1-96.0 13.0 95.7 90.4-98.1 4.3

Total 97.7 96.7-98.5 2.3 94.5 93.6-95.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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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전체 대상자의

자가보고 흡연률은 코티닌 기준값을 적용한 흡연률

에 비해 3.6% 높았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과 비

교했을 때, 미국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경우 0.6%, 캐나다

CHMS (Canadian Healh Measures Surveys)는 0.3%

정도 코티닌 흡연률이 자가보고 흡연률보다 높게 조

사되어, 본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3)

또한 본 조사의 자가보고 흡연률은 24.6%로 국민

건강영양조사(이하 ‘국건영’)에서 같은 시기인 2011

년 발표된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27.0%)과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6.0%, 여성이 4.1%

로 국건영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남성은 비슷하

고 여성은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8)

특히, 여성의 자가보고 흡연률은 코티닌 기준값을

적용한 흡연률보다 2배 이상 낮게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비흡연자에 간접흡연자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흡연자 중 간접흡

연 대상자의 코티닌 평균 농도는 58.6 µg/L로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비흡연자의 코티닌 농도(27.5

µg/L)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설문 응답과 생물학적 노출

농도와의 일치율은 각각 97.7%, 94.5%로 미국과 캐

나다의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의 설문일치율과 비교했

Table 5. Correlates of discrepancy among self-reported smokers 

Variables

self-reported smokers

adjusted

Odds ratio
95% CI p-value

Gender
Male‡

Female 0.92 0.24-3.51 0.898

Age (years)

19-29‡

30-39 3.64 0.52-25.29 0.190

40-49 3.29 0.45-23.88 0.238

50-59 4.91 0.78-31.05 0.091

60-69 15.05 1.66-136.22 0.016

≥70 7.86 0.59-105.27 0.119

Household's

economic

status

Poor‡

Fair 1.19 0.44-3.21 0.725

Good 14.43 3.14-66.34 0.001

Average no.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0‡

5~<10 2.47 0.52-11.68 0.252

3~4 3.99 0.76-20.97 0.102

1~2 18.37 5.65-59.71 0.000

Current

occupation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Professionals 1.41 0.10-19.91 0.798

Managers 14.75 1.10-198.44 0.042

Clerical support workers 5.40 0.44-66.52 0.187

Service & sales workers 0.49 0.02-12.28 0.665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1.71 0.13-22.89 0.684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0.38 0.02-6.74 0.512

Plant,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2.33 0.25-21.93 0.460

Housewife 7.68 0.49-121.14 0.147

Unemployed 1.20 0.11-12.96 0.880

Unknown 8.68 0.67-113.05 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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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흡연 상태에 관

한 본 사업의 자가설문 조사결과가 국가단위 흡연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하고 정확도 높은 자료

임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2,3) 또한, 흡연 응

답자의 일치율이 비흡연 응답자의 일치율보다 높은

것은 어린이, 청소년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응답으로 인한 오류가 성인조사에서는 대부분 해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9)

설문 자료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흡연 응답자에서의 불일치율은 2.3%로 연

령, 소득, 하루 평균 흡연량이 불일치 가능성을 높

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업별로는 관리직, 무

응답, 주부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연령의

경우, 소득수준에 있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루 평

균 흡연량에 있어서도 오히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성흡연자가 많아 10개비 이상 피우는 비율이 높

았다. 따라서, 연령별에 따른 불일치는 소득수준이나

흡연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

인별 니코틴 대사 효소 등 생물학적 요인 등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9)

하루 평균 흡연량의 경우, 흡연량이 많을수록 코

티닌 농도가 높았으며, 1~2 개비 미만으로 피우는

흡연자의 코티닌 농도(387.4 µg/L)에 비해 10 개비

이상을 피우는 만성흡연자의 코티닌 농도(1539.2 µg/

L)가 5배 이상 높았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도 하

루 평균 5개비 미만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불일

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흡연 응답자에서의 불일치율은 5.5%로 성, 연

령, 과거 흡연 및 간접흡연 여부가 주요인으로 조사

되었다. 성별의 경우, 비흡연 응답자 중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의 코티닌 농도는 평균 247.3 ug/L

로 과거 흡연경험이 없는 비흡연 응답자의 코티닌

농도(32.3 ug/L) 보다 7배 이상 높았으며, 간접흡연

노출빈도에 있어서도 노출되는 빈도가 많을수록 코

티닌 농도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

성의 경우, 과거 흡연경험 및 간접흡연 노출빈도에

따른 코티닌 농도의 차이가 여성에 비해 뚜렷한 결

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거 흡연경험 및

간접흡연 노출빈도가 여성의 불일치율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흡연 응답자 중 과거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코티닌 농도는 평균 70.3 µg/L로 과거 흡연경험이

없는 비흡연자의 코티닌 농도(30.5 µg/L) 보다 2배

Table 6. Correlates of discrepancy among self-reported non-smokers

Variables

self-reported non-smokers

adjusted

Odds ratio
95% CI p-value

Gender
Male‡

Female 2.06 1.14-3.72 0.017

Age (years)

19-29‡

30-39 0.86 0.51-1.46 0.001

40-49 0.40 0.24-0.67 0.000

50-59 0.36 0.20-0.62 0.000

60-69 0.21 0.10-0.41 0.001

≥70 0.24 0.11-0.54 0.575

Smoking status
Never Smoker‡

Former Smoker 5.49 3.03-9.95 0.000

Second Hand

Smoke (SHS)

exposure

No‡

1~2 times per week 1.01 0.53-1.93 0.976

3~4 times per week 2.13 1.22-3.73 0.008

5~6 times per week 1.65 0.70-3.89 0.256

everyday 4.09 2.79-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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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았다. 비흡연 응답자 중 본인 또는 다른사람

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노출이 없는 대상자는

코티닌 농도가 27.5 µg/L인 반면, 매일 노출되는 비

흡연자의 경우 82.0 µg/L로 약 4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노출되는 빈도가 많을수록 코티닌

농도가 높았으며, 주에 1~2회 노출되는 비흡연자

(29.1 µg/L)에 비해 3~4회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흡

연자의 코티닌 농도(59.4 µg/L)가 2배 정도 높았다.

최근 국립암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 비흡연자에서의 폐암발생률 증가

는 어릴 적 가족에 의한 간접흡연에 기인할 수 있

다며, 어릴 적 남성보다 여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

간이 많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었던

점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비흡연 여성 중 간접흡연

에 노출되는 대상자(70.2 µg/L)의 코티닌 농도는 비

흡연 남성 중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대상자(41.5 µg/

L)의 코티닌 농도에 비해 높았으며, 간접흡연에 노

출되고 있는 여성에서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고 응

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70.1% 이었다. 

이상의 결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자가보고 설

문자료는 흡연으로 인한 코티닌 노출 및 흡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경로 및 원인을 파악

하는데 유용한 설문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대상자의 간접흡연, 가구 내 흡연자 수,

금연기간 등에 대한 추가 분석 및 흡연으로 인한 유

해화학물질 노출과의 상관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설문자료의 정확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설문자료의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도 다른 설문항목으로의 확대

도 시도할 예정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1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자

료를 이용하여 흡연여부에 대한 자가보고 설문의 타

당도를 평가하고, 요 중 코티닌 농도와 설문자료와

의 일치여부를 파악하여 설문자료의 정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총 6,246

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요 중 코티닌 자료를 활용

하였다. 흡연 여부에 대한 정확도 평가 결과, 전체

대상자의 자가보고 흡연률은 24.6% 이었으며, 흡연

자 감별 기준값인 53.3 µg/L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28.2%로 설문 흡연률에 비해 3.6% 높았다.

특히, 여성의 자가보고 흡연률(4.1%)은 코티닌 기준

값에 근거한 흡연률(8.8%)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

였다. 

설문 응답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와의 일치율은 흡

연자의 경우 97.7%, 비흡연자의 경우 각각 94.5%로

조사되어 설문자료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반면, 응답 불일치의 경우 흡연 응답자 중 60

대 연령층이 20대에 비해 불일치 가능성이 15.05배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하루 평균 흡연량이 1~2

개비 미만인 응답자에게서 높은 불일치가 나타났다

. 직업별로는 관리직, 무응답, 주부의 불일치 가능성

이 높았다. 비흡연 응답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

해 불일치 가능성이 2.06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젊

은 층에서 불일치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별 흡연상

태에 있어서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에서 불

일치가 5.49배 높았으며, 간접흡연에 매일 노출되는

대상자는 비노출 대상자에 비해 불일치 가능성이

4.09배 높았다. 

본 연구결과, 제1기 기초조사의 흡연에 관한 설문

자료는 국가단위의 흡연 상태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가능하며, 설문자료의 타당도는 매우 높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설문자료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보완이 필요하며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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