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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1년 간 연 시도 경험 결정 요인 모형을 구축하

고 개발된 모형을 근거로 연 로그램 참여 표  집단 측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분석 상은 2010년 

서울시복지패 조사를 완료한 19세 이상 흡연자 1,326명이다. 결과변수는 지난 1년간 연 시도 경험으로 정의하

고, 설명변수는 연령, 성, 최종학력, 재 취업 상태, 가구 월 평균 총 소득, 배우자 유무, 음주 여부, 주  건강상태, 

정기 인 운동 여부, 지난 한 달 간 우울증상 여부, 재 순환기, 내분비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이비인후 질환, 간질

환, 비뇨기계질환 등 질병 여부로 설정하 다. 분석방법은 인공신경망 분석과 결정트리모형을 이용하 다.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 로그램 참여 모형을 구축한 결과, 유의미한 요인은 질병 여부, 주  건강 상태, 가구 

월 평균 총소득이었다. 이 결과를 기 로 연 로그램의 성공 인 시행을 해서 표  상의 특성을 고려한 로

그램 개발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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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participating in a 

smoking cessation program. Data were from the A Study on the Seoul Welfare Panel Study 2010. Subjects 

were 1,326 smokers aged 19 and older living in the community. Dependent variable was defined a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Explanatory variables were included as age, gender,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drinking, self-reported health status, depression, 

disease, and physical activity. A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by the use of a Decision Tree and Neural 

Network Algorithm. In the Prediction model, self reported health status, disease, income,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ticipating in a smoking cessation program. Based this study, 

systema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program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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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평균 2,000원 인상과 더불

어 실내 면 연 구역 지정, 연 고 확  등 연 정

책이 강화되었다. 이 같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 2015년 흡

연률은 년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 

같은 감소폭을 반 하더라도 우리나라 흡연율은 2013년 

기 으로 28%로 여 히 높은 실정이며 경제 력개발기

구(OECD) 가입 국가  스페인에 이어 2번째로 흡연율

이 높다[1].

연 정책은 비흡연 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

소화하기 한 연 홍보의 다양화와 흡연 인구를 상

으로 흡연율 감소를 한 교육/상담/치료 등 연 로그

램으로 구성된다[2, 3]. 그러나 흡연자를 상으로 한 

연 로그램의 경우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 약물 

독의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활성 물질(psychoactive 

agent)이기 때문에 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4, 5]. 이 

같은 이유로 흡연은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Tobacco dependence’로 분류하고 있으며[6], 미국 정신

의학회의 정신 질환 진단  통계 편람(DSM-V)에서도 

‘Tobacco Use Disorder’라는 약물 독으로 규정된다[7].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 향은 다수의 연구에서 보

고되었는데, 과도한 흡연은 폐암의 직 인 원인일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

과, 상동맥성, 심잘질환, 뇌졸 , 구강암, 식도암, 후두

질환 등의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8, 9, 10, 11]. 

흡연은 수정가능한 건강 험행 이므로 성공 인 

연 정책을 해서는 흡연자를 상자별로 세분화 한 맞

춤형 로그램의 시행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로그램은 주로 성별이나 

연령별로만 정책이 수립되어 왔으며, 연 로그램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 한 주로 인구사회학  요인에 

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표  집단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 인 요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패턴인식분야를 비롯한 

융시장 측, 교량 수명 측 등의 융복합 분야에서 이

용되는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법은 연 로그램의 표  

집단을 측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1].

본 연구는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1년 간 연 시도 경험 결정 요인 모형을 구축하고, 

개발된 모형을 근거로 연 로그램 참여 표  집단 

측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서울 시민을 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서울시복지패 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의 원시데이터이다. 서울시복지패 조사는 서울시에 거

주하는 가구의 복지수 을 악하고 복지취약계층의 실

태 악  복지서비스 수요를 추정하기 한 목 에서 

2009년 통계청의 승인(제20113호)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1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상가구  조사 시기를 

기 으로 한 서울시 소재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 고, 표

본추출방식은 서울시 25개 구를 상으로 층화집락추출

방법을 이용하 다. 주요 조사항목은 소득, 경제수 , 건

강, 생활여건, 복지서비스 수요 등이며, 조사방법은 면

원이 조사 상 가구를 방문하여 휴 용 컴퓨터에 구조

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한 내용을 입력하는 컴퓨터를 이

용한 면면 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패  완료자 7,761명 에서 비

흡연자 6,435명을 제외한 19세 이상 흡연자 1,326명을 분

석 상으로 하 다. 

2.2 변수의 측정 및 정의

결과 변수는 지난 1년간 연 시도 경험(있음, 없음)으

로 정의하 다. 설명변수는 연령(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성, 최종학력( 등학교 이하, 학교, 고등학교, 

학졸업 이상), 재 취업 상태(취업, 미취업), 가구 월 평

균 총 소득(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400만원 이상), 

배우자 유무(배우자가 있고 함께 살고 있음, 배우자가 있

으나 함께 살고 있지 않음, 배우자 없음), 음주 여부(음주

자, 비음주자), 주  건강상태(좋음, 보통, 나쁨), 정기

인 운동 여부(없음, 있음) 지난 한 달 간 우울증상 여부

(없음, 있음), 재 순환기, 내분비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이비인후 질환, 간질환, 비뇨기계질환 등 질병 여부(없음, 

있음)를 포함하 다.

2.3 분석 방법

2.3.1 인공신경망 분석
연 로그램 참여 요인 탐색은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공신경망 분석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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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두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실제 데이터로부터의 반복

인 학습 과정을 거쳐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

내는 데이터마이닝 모델링 기법으로서 복잡한 구조를 가

지는 자료에서 측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하는 유연

한 비선형 모형(nonlinear models)이다.

인공신경망은 계층구조를 갖는 수많은 로세싱 요소

로 이루어진 수학모형으로서 과거의 입력 데이터 값과 

해당 출력 데이터 값들을 통해 가 치들이 반복 으로 

조정되어 결국 입력  출력간의 계가 학습되는 구조

이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각 입력변수에 응되는 마

디들로 구성된 입력층(Input Layer)과 여러 개의 은닉마

디로 구성된 은닉층(Hidden Layer)으로 구성된다. 은닉

마디는 입력층으로부터 달되는 변수 값들의 선형결합

을 비선형 함수로 처리하여 출력층 는 다른 은닉층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닉층의 결합함수로 원형기 함수

(Radial Basis Function; RBF)를 사용하는 RBF 신경망

을 이용하 다. 원형기 함수는 식(1)과 같다.

(1)

인공신경망 분석에서 입력변수 요도(relative 

importance of inputs)가 0.1 이상인 변수는 결과변수의 

결정에 향을 주는 주요 설명변수로 간주하여 결정트리

모형에 포함하 다.

2.3.2 결정트리모형
결정트리모형은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축하 다. CART는 지니 

계수(Gini Index)를 이용하여 불순도를 측정하며, 부모마

디로부터 자식마디가 2개만 형성되는 이진분류 기반 알

고리즘이다[13]. 

지니 계수는 n개의 원소 에서 임의로 2개를 추출하

을 때, 추출된 2개가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할 수 있는 확

률을 의미하며, 도출과정은 각 마디에서 도수가 가장 많

은 목표변수의 오분류 확률을 식(2)의 통계식을 이용하

여 산출한다[14]. 

(2)

다음으로, 지니계수의 감소량이 계산되면, 알고리즘의 

마지막 과정으로 지니 계수를 가장 감소시켜 주는 분류 

변수와 최  분리를 자식 마디로 선택한다.

연구의 모형에서 CART 알고리즘에 한 의사결정규

칙의 분리  병합 기 값은 0.05로 설정 하 고, 부모마

디의 수는 200명, 자식마디 수는 100명, 분지가지 개수는 

5개로 제한하 다. 최종 모형의 타당성 평가는 10배 교차 

검증법(K-fold cross-valid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평

가하 다[15]. 

분석은 MINITAB version 13(Minitab Inc., State 

College, Pennsylvania, USA)과 Decision Tree version 

20.0(IBM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 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 다. 

흡연자 1,326명 에서 지난 1년간 연 경험이 있는 사

람은 527명(39.7%) 이었고, 연 경험이 없는 사람은 799

명(60.3%) 이었다. 교차검정 결과, 연 경험이 있는 사

람과 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주

 건강상태, 정기 인 운동 여부, 지난 한 달간 우울 

증상, 재 질병 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지난 1년간 연 경험률은 고등학교 졸업자(66.0%), 

미혼 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67.7%), 주  건강상태

가 좋은 사람(66.5%), 운동을 안 하는 사람(63.1%), 지난 

한 달간 우울증상이 없는 사람(61.5%), 재 질병이 있는 

사람(64.1%)이 높았다. 

3.2 인공신경망 분석을 이용한 요인 탐색

훈련 표본 669명(61.0%), 검정 표본 315명(28.7%), 검

증 표본 113명(10.3%)에 한 인공신경망 분석 결과, 검

정 데이터의 오차를 가장 게 발생시키는 은닉층의 수

는 9개가 도출되었고, 제곱합 오차는 9.44, 분류정확도는 

훈련 표본 98.5%, 검정 표본 96.8%, 검증 표본 98.2%로 

도출되었다. ROC 곡선 면 (AUROC)은 0.802로 분류모

형의 합도와 설명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령, 성, 최종학력, 재 취업 상태, 가구 월 평균 총 

소득, 배우자 유무, 음주 여부, 주  건강상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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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운동 여부, 지난  한 달 간 우울증상 여부, 재 순환

기, 내분비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이비인후 질환, 간질

환, 비뇨기계질환 등 질병 여부를 입력변수로 선정하여 

다층신경망모형을 구축한 시냅스 가 값이 주어진 네트

워크 다이어그램의 결과는 [Fig. 1]에 제시하 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Variable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pNo
(n=799)

Yes 
(n=527)

Age 0.267

 20-39 218 (37.3) 366 (62.7)

 40-59 218 (41.3) 310 (58.7)

 60 ≤ 91 (42.5) 123 (57.5)

Sex 0.766

 Male 491 (39.9) 741 (60.1)

 Female 36 (38.3) 58 (61.7)

Education 0.017

 Elementary school 46 (44.2) 58 (55.8)

 Middle school 50 (45.0) 61 (55.0)

 High school 156 (34.0) 303 (66.0)

 Collage 275 (42.2) 377 (57.8)

Employment status 0.540

 Employment 362 (40.3 536 (59.7)

 Unemployed 165 (38.6) 263 (61.4)

Household income 0.685

 2,000,000 ≥ 175 (37.3) 294 (62.7)

 2,000,000-4,000,000 190 (39.3) 294 (60.7)

 4,000,000 ≤ 59 (41.0) 85 (59.0)

Marital status <0.001

 Married 370 (43.8) 475 (56.2)

 Separated 9 (39.1) 14 (60.9)

 Unmarried 148 (32.3) 310 (67.7)

Drinking 0.937

 No 100 (39.5) 153 (60.5)

 Yes 427 (39.8) 646 (60.2)

Self reported health status <0.001

 Good 210 (33.5) 416 (66.5)

 Normal 201 (43.1) 265 (56.9)

 Bad 116 (49.6) 118 (50.4)

Physical activity 0.005

 No 314 (36.9) 536 (63.1)

 Yes 213 (44.7) 263 (55.3)

Depression 0.029

 No 434 (38.5) 693 (61.5)

 Yes 93 (46.7) 106 (53.3)

Disease <0.001

 No 175 (50.6) 171 (49.4)

 Yes 352 (35.9) 628 (64.1)

 

  

[Fig. 1] Synaptic weighted network diagram

모형 훈련 후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시냅스 가

값은 주어진 이어와 다음 이어 사이의 련성을시

각 으로 제시하며, 연결 가 치가 높을수록 이어간의 

선이 굵게 제시된다. 본 모형에서  재 질병 여부, 주

 건강 상태, 지난 한 달 간 우울증상, 가구 평균 월 총소

득은 연 경험의 가 치가 높은 주요 변수로 가정되었

다. 입력 변수 요도와 입력 변수를 향 범주별로 향 

정도의 단 를 동일하게 변환한 정규화 요도(normalized 

importance)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ative importance of inputs

Inputs Relative 
importance

Normalized 
importance

 Disease 0.193 100.0%

 Education 0.074 38.5%

 Sex 0.070 36.3%

 Employment status 0.064 33.0%

 Self reported health status 0.179 92.8%

 Depression 0.102 52.6%

 Physical activity 0.054 27.8%

 Marital status 0.067 34.8%

 Age 0.060 31.2%

 Household income 0.096 49.5%

 Drinking 0.041 21.4%

3.2 CART 알고리즘의 금연 프로그램 결정 요인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 로그램 결정 요인

은 [Fig. 2]에 제시하 다. 인공신경망 분석을 이용하여 

연 경험의 가 치가 높은 주요 변수들을 측 모형에 

포함한 후 CAR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계학  분류모

형을 구축한 결과,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분류 변수는 

재 질병 여부, 주  건강 상태, 가구 월 평균 총소득

이었다. 

연 로그램 참여에서 가장 우선 으로 여하는 

측 요인은 재 질병 여부 다. 두 번째 분류 변수는 



인공신경망 분석과 결정트리 융합에 의한 금연 프로그램 참여 결정 요인 29

Node
no

Node n
(%)1

Gain n
(%)2

Response
%3

Gain Index
%4 Characteristic

2 346 (26.1) 175 (33.2) 50.6 127.3 Disease-no

5 290 (21.9) 132 (25.0) 45.5 114.5

Disease-yes; Self reported health 

status-normal or bad; Household income-≥

2,000,000 won
1
 Node n(%); node number, % to 1,326
2 Gain n(%); gain number, % to 39.7
3 Response (%): The fraction of the participating in a smoking cessation program
4
 Gain index (%):=127.3 in total 4 node 

<Table 3> Gains chart of predictor variable by CART algorithm

[Fig. 2] Prediction model for participating in a smoking cessation program

재 질병이 있는 집단의 주  건강 상태 다. 세 번째

는 주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에서 가구 월 평균 총 소

득이 분류 변수 다.

<Table 3>은 연 로그램 참여의 유의미한 경로를 

이득율이 높은 순서 데로 제시한 CART 알고리즘기반 

측모형의 이익 도표이다. 마디번호는 최종마디의 번호

이고, Gain Index (%)는 최종 노드에 한 이익지표이다.

이익지표를 도출했을 때, 총 4개의 경로 에서 유의

미한 경로로 2번 노드와 5번 노드가 확인 되었다. 먼 , 

연 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이익지표 값이 가장 큰 제1

경로는 재 질병이 없는 사람으로 33.2%가 연 로그

램 참여자로 분류되었고, 이익지표는 127.3%이었다. 제2

경로는 재 질병이 있고, 자신의 건강 수 을 보통 이하

로 인지하고, 가구 평균 월 소득이 200만원을 과하는 

사람으로 25.0%가 연 로그램 참여자로 측되었고, 

이익지표는 114.5%이었다. 

개발된 측 모형의 평가는 10-fold 교차타당성 검정

을 이용하 다. 도출된 모형의 안정성을 비교한 결과, 

험지수는 크로스 분류모형의 험지수는 0.280, 오분류율

은 28%로 도출되어, 측모형의 험지수 0.270  오분

류율 27%와 동일하 다.

4.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의 신경망 분석과 결정트리모

형을 결합한 통계  측모형을 이용하여 연 로그램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재 질병이 없는 사람과 재 질병이 있

고, 자신의 건강 수 을 보통 이하로 인지하고, 가구 평균 

월 소득이 200만원을 과하는 사람은 연 로그램 참

여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본 결과를 기 로 연 로그램의 성공 인 시행을 

해서 표  상의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 개발  교

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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