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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Background: Since 2015,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pporting policy for smoking
cessation treatment is implemented, in Korea. We investigated the abstinence rate of smoking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in inpati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28 participants who admitted to smoking cessation
program of a local medical center in Daegu, Korea, between October, 2015 and September,
2016.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is composed of smoking habits,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others. Th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is evaluated by urine
cotinine test.
Results: In 6 months after discharge from the program, the abstinence rate of participants is
66.2%. The success group is older (P=0.021), has lower body mass index (P=0.022), lower
respiratory CO concentration (P=0.038) and attempted more to quit smoking in previous 1
year (P=0.026) than the failure group.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 abstinence rate at 6
months is associated with previous quit attempt (OR 1.925, [95% CI, 1.003-3.695]) and obesity
(OR 0.524, [95% CI, 0.294-0.932]).
Conclusion: The inpati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has higher abstinence rate of than
typical methods. The previous attempt to quit smoking and obesity is important factors to
success smoking cessation.
Key Words: Smoking cessation; Inpati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Smoking cessation
attempts;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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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시행되면서 국내의 성인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등의 악성 종양과 심

60.9%였으나 2015년 39.3%로 감소하여 처음으로 30%대 흡

혈관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각종

연율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2016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만성 질병의 예방 가능한 건강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15세 이상 인구 기준 남성 흡연율은 31.4%로 OECD 평균인

최근 흡연에 대한 인식 재고와 국가적 차원의 금연 정책들이

23.9%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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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은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뱃

2. 연구방법

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하여 1995년
금연구역지정 등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15년 담배 가격 인

1) 설문작성

상,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2015년 2

모든 금연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가기입식 문진표를

월부터는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내원하여 금연 치

작성하게 하였다. 문진표에 내용에는 흡연력과 함께 인구사

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금연치료

회학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흡연력 항목은 하루 평균 흡연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량, 총 흡연 기간, 흡연 시작 연령,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 치료에는 자가금연법, 혐오요법, 최면요법, 대체요

(Fagerstrom’s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 지난

법, 약물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중

1년간 금연시도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증·고도흡연자의 경우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음주 여부와

인 금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금연성공률이 일반 흡연자

양, 주당 운동 횟수 및 시간 등이 포함되었다. 캠프 등록 시

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므로 일반적

일산화탄소(CO) 측정기(MicroCO, CareFusion Ltd., UK)

인 금연 치료보다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이러한 중

를 이용하여 참가자의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증·고도흡연자를 위해 2015년부터 전국 18개 금연지원센
터를 통해 금연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 입원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캠프 프로그램은 기존 외래 중심의 금연 치료와는 달

금연 캠프 프로그램은 1회당 4박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

리 입원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의료진의 진료 및 상

었다. 의료진을 통한 금연 진료와 금연 교육을 비롯하여 건

담을 통해 금연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입원 중 금연치료 및

강상태평가, 개별심리평가, 그룹심리상담, 운동프로그램 등

의료진의 상담이 금연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이 시행되었으며, 입원 중 치료약물은 varenicline을 사용하

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

였다.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한 대상자들에게는 입원 중 복용

공적인 금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원 중

기간을 포함한 총 12주의 varenicline 복용이 시행되었다.

의료진의 금연 교육을 통해 퇴원 후 3개월 금연성공률이

해당기간 동안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11회, 2016년 1월

37.1%로 높게 나온 결과가 보고된 적은 있으나(3) 금연치료

부터 8월까지 18회로 총 29회의 금연캠프가 시행되었으며

를 위해 입원하여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입원 치료형 금

각 회차별 참가자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2명이었다.

연 캠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금연 캠프 참가자들

3) 금연성공군의 정의

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성공군 및 실패군의 비교와 분석을 통

금연 캠프 종료 후 3회(4주, 12주, 24주)에 걸쳐 실시한 소

해 금연 캠프의 금연성공률 및 금연 성공과 관련한 요인들에

변 코티닌 검사에서 모두 음성인 경우에만 금연 성공으로 간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주하여 금연성공률을 확인하였다. 소변 코티닌 검사 3회 연
속 음성인 경우를 금연성공군, 금연성공군에 들지 못한 모든

방

법

대상자를 금연실패군으로 나누어 두 군에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대상자들의 소변 코티닌 검사에는 요화

1. 연구대상

학분석기(HI-CARE U, DFI, Korea)를 이용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광역시 소재 일개 종합
병원에서 시행한 금연캠프에 등록한 참가자 236명 중 중도
탈락자 8명을 제외한 22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4) 통계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s v20을 사용하였고 t-test 및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특성을 비교하였으
며, 그룹화된 연령과 니코틴 의존도에 대해서는 linear-by-linear association chi-square test의 방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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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는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2. 단변량 분석
금연성공군과 금연실패군으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하였

결

다(표 2).

과

총 228명의 대상자 중 151명(66.2%)이 금연에 성공하였
다. 금연에 성공한 남성은 143명(94.7%), 여성은 8명(5.3%)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1)
금연캠프에 등록한 236명 중 중도 탈락한 8명을 제외한
228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중 남성은 212명

이었다. 금연성공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평균연령은 금연성공군 56.4세, 금연실패군 53.4세로 성

(93.0%), 여성은 16명(7.0%)이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5.4세였으며, 최연소자는 32세, 최

공군의 연령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는 75세였다. 연령별로는 30대 15명(6.6%), 40대 48

(P=0.021). 연령별 성공률에서는 30대(46.7%), 40대

명(21.1%), 50대 87명(38.2%), 60대 60명(26.3%), 70대 18

(58.3%)보다 50대(70.1%), 60대(66.7%), 70대(83.3%)에서

명(7.9%)으로 5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8).
2

평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4.0 kg/m

금연성공군과 금연실패군의 체질량지수는 각각 23.6

이었으며,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비만 기준인 BMI 25

kg/m , 24.6 kg/m 으로 금연실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kg/m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79명(34.6%)이었다. 대상자

(P=0.022). 비만(BMI≥25 kg/m2)인 경우는 79명(34.6%)으

들의 평균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는 10.4 ppm이었다.

로 비만이 아닌 경우 149명(65.4%)보다 적었다. 금연성공군

기저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6명(42.1%)으로 기저
질환이 없다는 경우인 132명(57.9%)보다 적었다.

2

2

에서 비만인 경우는 29.1%로 금연실패군에서 비만인 경우
45.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14).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1명(70.6%)으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는 금연 여부와 흡연량 등을 객관적

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67명(29.4%)보다 많았으며,

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평

주당 운동 횟수는 2.2회, 일일 운동 시간은 40.1분, 주당 운동

균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는 금연성공군 9.5 ppm, 금연실패

시간 130.0분이었다.

군 12.2 ppm으로 금연실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음주군이 157명(68.9%)으
로 비음주군 71명(31.1%)보다 많았으며, 주당 음주 횟수 1.7
회, 일일 음주량 5.3잔, 주당 음주량 14.3잔이었다.

(P=0.038). 이는 국내의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4,5)
연구대상자들의 기저질환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저질환

흡연력에 대한 항목은 일일흡연량 22.8개비, 총흡연기간

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96명(42.1%)이었으며 금연성공군에

34.5년, 흡연시작연령 20.9세, 니코틴의존도(FTND) 6.0점

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46.4%)이 금연 실패군에서

이었다. 지난 1년간 금연시도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69명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33.8%)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30.3%)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159명(69.7%)보다 적었

의하지는 않았다(P=0.069).

다.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 대상자는 69명

결혼 상태는 결혼 유지 중인 경우가 180명(78.9%), 그 외

(30.3%)으로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없는 159명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을 합한 경우가 48명(21.1%)이었

(69.7%)보다 적었다. 금연성공군에서 지난 1년간 금연 시도

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초졸 23명(10.1%), 중졸 15명(6.6%),

유경험자의 비율은 35.1%로 금연실패군에서의 유경험자 비

고졸 67명(29.4%), 대졸 110명(48.2%), 대학원졸 13명

율 20.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26).

(5.7%)으로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월 소득기준

운동 여부 및 음주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200만원 이하 105명(46.1%), 200-400만원 68명(29.8%),

으며, 흡연력에 해당하는 일일 흡연량, 총흡연기간, 흡연시

400-700만원 41명(18.0%), 700만원 이상 14명(6.1%)이었

작연령, 니코틴의존도 등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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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
Chracteristics

Total

Male

No.
Age (yr)
30-39
40-49
50-59
60-69
70-79
Average
BMI (kg/m2)
Obesity (BMI ≥25 kg/m2)
Yes
No
CO concentration (ppm)
Chronic disease
Yes
No
Regular exercise
Yes
No
Time/week
Daily amount (min)
Weekly amount (min)
Alcohol consumption
Yes
No
Time/week
Daily amount (glass)
Weekly amount (glass)
Smoking behavior
Daily amount (cigarette)
Duration (yr)
Age of smoking initiation (yr)
Previous quit attempt (last 1 year)
Yes
No
FTND
Average
Low (0-3)
Moderate (4-6)
High (7-10)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Monthly income (thousand Won)
0-2000
2000-4000
4000-7000
More than 7000

218

212.0 (93.0)

Female
16.0 (7.0)

15.0 (6.6)
48.0 (21.1)
87.0 (38.2)
60.0 (26.3)
18.0 (7.9)
55.4 (±9.5)
24.0 (±3.0)

15.0 (7.1)
43.0 (20.3)
79.0 (37.3)
57.0 (26.9)
18.0 (8.5)
55.4 (±9.7)
24.0 (±3.0)

0.0 (0.0)
5.0 (31.3)
8.0 (50.0)
3.0 (18.8)
0.0 (0.0)
54.9 (±6.7)
23.9 (±2.6)

79.0 (34.6)
149.0 (65.4)
10.4 (±9.5)

73.0 (34.4)
139.0 (65.6)
10.6 (±9.7)

6.0 (37.5)
10.0 (62.5)
7.8 (±6.8)

96.0 (42.1)
132.0 (57.9)

91.0 (42.9)
121.0 (57.1)

5.0 (31.3)
11.0 (68.8)

161.0 (70.6)
67.0 (29.4)
2.2 (±2.0)
40.1 (±39.4)
130.0 (±166.6)

147.0 (69.3)
65.0 (30.7)
2.1 (±2.1)
40.3 (±40.5)
132.4 (±171.7)

14.0 (87.5)
2.0 (12.5)
2.4 (±1.5)
36.9 (±21.2)
98.1 (±64.6)

157.0 (68.9)
71.0 (31.1)
1.7 (±1.7)
5.3 (±4.9)
14.3 (±19.0)

151.0 (71.2)
61.0 (28.8)
1.8 (±1.7)
5.5 (±5.0)
15.1 (±19.4)

6.0 (37.5)
10.0 (62.5)
0.7 (±1.5)
2.0 (±3.0)
3.9 (±9.0)

22.8 (±9.6)
34.5 (±9.4)
20.9 (±5.1)

23.1 (±9.8)
35.2 (±9.2)
20.4 (±3.9)

18.5 (±4.5)
25.8 (±7.8)
28.1 (±10.8)

69.0 (30.3)
159.0 (69.7)

64.0 (30.2)
148.0 (69.8)

5.0 (31.3)
11.0 (68.8)

6.0 (±2.5)
45.0 (19.7)
76.0 (33.3)
107.0 (46.9)

6.0 (±2.5)
43.0 (20.3)
68.0 (32.1)
101.0 (47.6)

5.8 (±2.1)
2.0 (12.5)
8.0 (50.0)
6.0 (37.5)

180.0 (78.9)
48.0 (21.1)

170.0 (80.2)
42.0 (19.8)

10.0 (62.5)
6.0 (37.5)

23.0 (10.1)
15.0 (6.6)
67.0 (29.4)
110.0 (48.2)
13.0 (5.7)

19.0 (9.0)
14.0 (6.6)
59.0 (27.8)
107.0 (50.5)
13.0 (6.1)

4.0 (25.0)
1.0 (6.3)
8.0 (50.0)
3.0 (18.8)
0.0 (0.0)

105.0 (46.1)
68.0 (29.8)
41.0 (18.0)
14.0 (6.1)

90.0 (42.5)
68.0 (32.1)
40.0 (18.9)
14.0 (6.6)

15.0 (93.8)
0.0 (0.0)
1.0 (6.3)
0.0 (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CO, carbon monoxide; FTND, Fagerstrom’s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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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for factors between success and failure group.
Characteristics
Total
Sex
Male
Female
Age (yr)
30-39
40-49
50-59
60-69
70-79
Average
BMI (kg/m2)
2
Obesity (BMI ≥25 kg/m )
Yes
No
CO concentration (ppm)
Chronic disease
Yes
No
Regular exercise
Yes
No
Alcohol consumption
Yes
No
Smoking behavior
Daily amount (cigarette)
Duration (yr)
Age of smoking initiation (yr)
Previous quit attempt (last1year)
Yes
No
FTND
Average
Low (0-3)
Moderate (4-6)
High (7-10)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Monthly income (thousand Won)
0-2000
2000-4000
4000-7000
more than 7000

혼 상태,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Success
group

Failure
group

151 (66.2)

77 (33.8)

143 (94.7)
8 (5.3)

69 (89.6)
8 (10.4)

7 (4.6)
28 (18.5)
61 (40.4)
40 (26.5)
15 (9.9)
56.4±9.4
23.6±2.8

8 (10.4)
20 (26.0)
26 (33.8)
20 (26.0)
3 (3.9)
53.4±9.6
24.6±3.3

0.028
0.021‡
0.022‡

44 (29.1)
107 (70.9)
9.5±9.5

35 (45.5)
42 (54.5)
12.2±9.3

0.014*
‡
0.038

70 (46.4)
81 (53.6)

26 (33.8)
51 (66.2)

0.069*

108 (71.5)
43 (28.5)

53 (68.8)
24 (31.2)

0.673*

102 (67.5)
49 (32.5)

55 (71.4)
22 (28.6)

0.550*

22.6±9.9
35.1±9.6
21.2±5.6

23.1±8.9
33.4±8.9
20.4±3.9

53 (35.1)
98 (64.9)

16 (20.8)
61 (79.2)

5.8±2.5
33 (21.8)
48 (31.8)
70 (46.4)

6.3±2.4
12 (15.6)
28 (36.4)
37 (48.1)

120 (79.5)
31 (20.5)

60 (77.9)
17 (22.1)

17 (11.3)
9 (6.0)
44 (29.0)
70 (46.4)
11 (7.3)

6 (7.8)
6 (7.8)
23 (29.9)
40 (51.9)
2 (2.6)

70 (46.4)
46 (30.5)
25 (16.6)
10 (6.6)

35 (45.5)
22 (28.6)
16 (20.8)
4 (5.2)

P value

3. 다변량 분석(표 3)
0.155*

단변량 분석에서 금연성공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던 변
수인 연령, 비만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및 지난 1년간
금연시도 여부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분석 방법은 조건부 전진(Forward : Conditional)의 방

†

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금연시도 여부와 비
만 여부가 금연성공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금연을 한번이라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연
성공률이 증가하며(OR 1.925, [95% CI, 1.003-3.695]), 비
만인 경우에는 금연성공률이 감소하였다(OR 0.524, [95%
CI, 0.294-0.932]).

고

찰

본 연구에서 금연성공률은 66.2%로 서울시 한 보건소의
‡

0.749
0.209‡
0.247‡

금연클리닉 등록자 274명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6개월 금
연성공률(33.6%),(6) 일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입원 중 금
연 상담한 환자 125명의 퇴원 후 6개월 금연 성공률
(32.0%),(7) 일개 지역병원에서 실시한 금연클리닉 내원 환

0.026*

자 158명의 금연성공률(29.1%)(8) 등, 외래 혹은 입원 중 상

‡

담을 통해 이루어진 금연치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배 정

0.235

도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이 같은 높은 금연성공률은 금연
0.461†

캠프 참가자들이 다른 흡연자들 보다 금연에 대한 의지와 동
기가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진을 통

0.786*

한 금연 교육 및 건강평가, 심리상담, 운동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입원형 금연 치료 프로그램이 외래 혹은 상담 치료보

0.529*

0.86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CO, carbon monoxide; FTND, Fagerstrom’s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By Pearson’s chi-square test. †By linear-by-linear association chi-square test.
‡
By two-sampl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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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

Table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Variable

OR

95% CI

P value*

Previous quit attempt (last 1year)
Obesity (BMI≥25 kg/m2)

1.925
0.524

1.003-3.695
0.294-0.932

0.049
0.028

Dependent variabl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after 24 weeks.
Independent variable: age, obesity, CO concentration, previous quit attempt.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ward : Conditional).

조재항 외：입원 치료형 금연 캠프 프로그램의 금연성공률

다 금연 성공에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흡연관련 질병이 금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된

여러 연구에서 입원 중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의료진의 금연

적이 있고,(18)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상담 및 권고 등이 금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으나(P=0.069), 기저질환이 있는 군의 금연성공률(72.9%)

되고 있다.(7,9-11)

이 기저질환이 없는 군의 금연성공률(61.4%)보다 높았다.

금연성공군의 평균나이가 금연실패군의 나이보다 많은

이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에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나누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대한 관심과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기 때문인 것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금연성공률에 대한 여러 연구에

으로 생각된다.

서 연령이 높을수록 성공률이 높은 경우(4,12-14)도 있으나

음주 습관의 경우 흡연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18)

연령이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보고된 경우(15)도 있다. 일

본 연구에서 음주여부는 금연성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

않은 것으로 나왔다. 운동여부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

문에 금연성공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차이가 없었다.

체질량지수의 경우 금연성공군보다 금연실패군에서 유

흡연력과 관련한 조사에서 일일흡연량, 총흡연기간, 흡연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에서 금연실패

시작연령, 니코틴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군보다 금연성공군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4) 통계적

으나, 지난 1년간 금연시도 여부의 경우 금연성공군에서 유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6) 등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의하게 높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지난 1년간 금연을 한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이라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

다.

성공률이 약 1.9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금

비만 여부는 금연성공군과 실패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연시도 여부가 금연성공과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지만(3) 국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비만일 경우 금연성공률이 감

내 외 다수의 연구에서 이전 금연시도가 금연 성공에 중요한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만 여부가 금연성공에 미

요인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에(2,14,19,20) 금연실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은데, 국내 여성

패군에 대한 금연 치료에 있어서 반복적인 교육과 진료가 필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비만인 경우 그렇지 않은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우보다 금연시도 및 금연계획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는 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적요인과 금연에 관한

고가 있다.(16) 이처럼 여성의 경우 금연 후 체중 증가에 대

한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은 흡연 시작 위험과, 소득수준은

한 우려가 인해 금연 시도 및 금연 성공에 부정적인 요인으

금연 성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21) 본 연구에

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

서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자는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의 경우보다 체중조절에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금연캠프 참가자를

대한 관심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해 금연성공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이기에 불성실 응답 및

로 비만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금연캠프 참가자의 경우 일반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금연에 대한 의지도 상대적

적인 경우보다 금연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으로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문에 선택편향(selection bias)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평균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는 금연실패군에서 유의하게

또한 소변 코티닌 검사상, 일반적으로 금연 시작 5.5일 경과

높았다. 흡연자들에서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후에는 검출이 되지 않으므로(22) 금연성공여부 판정이 정

흡연량과 흡입정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적관찰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다.(17) 흡연자 마다 흡연습관이 다르므로 일일흡연량만으

보다 장기간의 금연 성공을 비교하는 데 제한이 있다.

로는 흡연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호기 일

결론적으로 금연캠프를 통한 치료는 외래 및 상담 등을 통

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정확한 흡연량 평가에 도움이 될 수

한 기존의 치료보다 금연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입원 형 금연 치료가 확대 될 경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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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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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력 및 인구사회적요인 등이 포함된 자가기입식 문진표
를 작성하게 하였다. 4박 5일 일정의 금연캠프 기간 중, 의료
진을 통한 금연 진료 및 금연 교육을 비롯하여 건강상태평
가, 개별심리평가, 그룹심리상담, 운동프로그램 등이 실시
되었으며, 금연 캠프 종료 후 3회에 걸쳐 실시한 소변 코티닌
검사로 금연 성공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금연 캠프 참가자의 금연성공률은 66.2%였으며,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을 비교하였을 때, 단변량 분석에서는 연령,
체질량지수, 비만여부,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및 지난 1년간
금연시도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지난 1년간 금연시도
여부와 비만 여부가 금연성공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 입원 치료형 금연캠프 프로그램은 기존의 치료 방법
에 비해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였으며, 지난 1년간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금연성공률이 증가하고, 비만인 경우 금연
성공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
의 평가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금연; 입원환자; 금연 프로그램; 금연시도;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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