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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re are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smoking cessation such as clinics at
public health centres, quitlines, residential cessation program, and insurance program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current smokers.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the ITC Korea Survey, a telephone survey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2,000 adult smokers, conducted from June 2015 to June 2016.
Frequency of awareness, intention to use, and utilization about smoking cessation program
were reported in current smokers. To evaluate influence of smoking related factors like
nicotine dependence on awareness, intention to use, and use about smoking cessation
program of current smoker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Al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use of STATA version 11.
Results: In case of the insurance program to help quit, current smokers have an awareness about
it (36.9%) and an interest in using it (50.3%). The proportion of current smoker utilizing quit
program was 32.3% for public clinic, 0.9% for residential program, 7.4% for insurance program
to help quit, and 3.0% for Quitlines. Higher utilization was observed current smokers over 40
years of age, married, with daily smoking amount (above 10/d), with quit attempt in the last 1 year
(OR 1.32, 95% CI 1.04-1.68), and with smoking cessation plan (OR 2.47, 95% CI 1.85-3.29).
Conclusion: A small percentage of current smokers participated the government providing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Korea, even though their awareness is relatively good. Further
strategy is necessary to encourage current smoker to participate smoking cessation program.
Key Words: Smoking cessation; Program; Awareness; Intention to us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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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로 금연하기 어려운 중증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기간 집
중적인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전문 금연캠프도 시작하였다.

흡연은 전세계 조기 사망과 장애의 2번째 위험한 요인으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 도입으로 흡연율이 실제로 감소하

로(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담배로 인한 질

기 위해서 흡연자가 금연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많이 사용하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로 추

는 것이 필요하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흡연관련 사망자 수가 2012년 기준

위해 정부가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효과를 도입하였고, 정부의

58,155명(남성 49,704명, 여성 8,451명)로 예측된다.(2) 국

담배규제정책을 평가하는 ITC (The International Tobacco

내 금연 정책과 활동에 의해 국내 남성 흡연율은 현저히 감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 가 국내에서도 2005년

소하고 있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39.3%로

부터 4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6

특히 30-39세는 48%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흡

년 조사한 ITC 데이터를 이용해서 흡연자들이 국내 금연 지

연을 시작한 30-39세가 금연을 하면 담배로 인한 질병의 사

원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했는

망률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이미 니코틴 중독이 된 흡연자

지, 앞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고 이에 영

의 금연은 쉽지 않다.

향을 미치는 흡연자의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흡연자들의 70%는 금연을 원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간 금연시도를 하지만,(3) 전문가의 도움 없이 금연을 시

방

법

도하는 사람 중 3-6%만 1년 이후에도 금연을 유지하고 있고
있다. 반면, 전문가의 적절한 금연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본 연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수행하기

30% 이상의 1년 금연성공률을 보였다.(4,5) 2003년 세계보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의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효과를 평가

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The

하기 위한 ITC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는 담뱃

Evaluation Project의 연구 방법에 따라 흡연자를 대상으로

값 인상, 금연 구역 확대, 금연 광고, 담배 광고 금지 등 다양

하여 전화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ITC 프로젝트는 흡연 및

한 금연 정책과 더불어 흡연자에게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

금연정책에 대한 국제적 코호트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CTC 14조에 의하면 효과적인 금연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한

지원서비스는 금연 상담전화(Quitline), 의료진에 의한 금

국 등 아시아 권역 등으로 확대되어 20여 개국에서 진행 중

연 상담, 금연약물 치료이다.(6)

으로 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국내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

하는 다양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은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각 지역 내 흡연자(청소

1. 연구 대상

년 포함)에게 무료로 금연 상담 및 니코틴 대체 요법 등 금연

본 연구의 대상은 평생 총 100개비 이상 흡연하고(WHO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7) 금연 상담전화(Quitline)

의 흡연자 기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흡연하는 19세 이

는 2006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고 온라인 금연 상담

상 성인 남녀 흡연자 2,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금연 프로

표본추출은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4년 국민 건강

그램 참여가 어렵거나 흡연이 노출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영양조사 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17개 광역시도 지역으로

게도 금연 상담의 기회를 높이고 있다.(8) 2015년부터 의료

층화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기관 방문자에게 건강보험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

및 정보 제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하여 금연 성공률이 높은 의사 상담과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informed consent)를 얻었고 이는 국립암센터 임상연구심

있다. 건강보험 금연 프로그램은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CC2016-0129).

사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이 외에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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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조사 방법

험이 있는지,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금

2015. 6. 30에서 2016. 6. 29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

연 상담전화는 이용한 적이 있는 지와 금연 시도 시 이용할

뢰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훈련된 전문 상담원이 컴퓨터

의향이 있는지 두 가지만 조사하였고 금연 상담전화에 대해

를 이용한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

Interviewing Program, CATI)를 하였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4. 분석 방법

확인한 후 대상자 1인당 50분 이상 충분한 조사시간을 확보

금연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평가는 금연지원프로그램 각

하였고, 조사를 종료하고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각에 대해 인지도를 결과변수로 사용하였고, 하나 이상 알고

제공하였다. 전문상담원은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를

있는 경우와 세 가지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인지하는 경우가

받은 사람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정해진 대응을 하였다. 전

결과 변수로 사용하였다. 금연 지원 프로그램 이용도의 결과

화조사는 1:3으로 유/무선 조사를 혼용하였다. 조사하는 설

변수는 금연 상담전화를 포함한 금연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

문은 200여개의 문항으로 1인당 조사 소요시간은 평균 약 55

이상을 사용한 경우이다.

분이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흡연 관련 요인
의 빈도 분석을 하였고, 흡연 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이

3. 설문 문항

용도, 앞으로 이용할 의향도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항

평가도구는 국제적으로 진행한 ITC 프로젝트에서 개발

목에서 응답 거부나 모른다는 응답은 빈도 분석에서 따로 분

하고 사용한 ITC 연구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하였고 2010년

류해서 분석하였고, 다변량 분석에서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금연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흡연자 태도 및

로지스틱 다변량 분석으로 대상흡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

행태 변화를 평가 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하

성, 흡연 관련 요인이 금연 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이용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항목은 ITC 설문 중에서 나

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보았다.

이, 성별, 가구 수입, 교육 수준, 결혼 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흡연량, 흡연 시작 시기, 금연을 할 계획이 있는

결

과

지, 지난 한 해 동안 금연 시도 여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담
배를 피우는 시간 등 흡연 행동을 조사하였다. 나이는 19-39

조사 대상자인 흡연자 2,000명은 남성 87.7%이고 연령은

세, 40-59세, 60세 이상 세 군으로 분류했고, 교육은 중학교

19-39세 42.4%, 40-59세 44.2%, 60세 이상 13.4%이었다.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으로 구분하였다. 연 가구

대상자의 학력은 62.7%가 대학 졸업 이상이고, 연 가구소득

소득은 3,000만 원 미만, 3,000-6,000만 원, 6,000만 원 이상

이 3천만 미만 26.5%, 그리고 58.2%가 결혼했다.

세 군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관련 행동 패턴에서 흡연량은

흡연 관련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10개비 이하, 11-20개비, 21-30개비, 30개비 초과로 분류하

10.2%가 20개비 초과 흡연량을 가지고 있었고, 42.1%가 20

고, 흡연 시작 연령은 20세 미만, 20-29세, 30세 이상으로 구

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였다. 대상자의 27.1%가 아침에 일

분하였고, 아침 첫 담배는 5분 미만과 5분 이후 흡연으로 분

어나서 5분 이내에 흡연을 하였고, 67.3%가 금연을 계획하

류하였다.

고 있고,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사람이 49.5%였다(표 1).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

흡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대상자 중

문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

88.8%가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했고,

고 있는지, 이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할 의향이 있는

64.6%가 입원형 금연캠프를, 36.9%가 국민보험공단 금연

지를 각각 물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모

보건소 금연 클리닉, 병. 의원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든 금연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흡연자는 24.9%에 불구했다.

공단 금연지원사업, 입원형 금연캠프, 그리고 금연 상담전

32.3%가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화이다. 각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참가한 경

입원형 금연캠프는 0.9%, 금연전화는 3.0%, 국민 보험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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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of 2016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Survey Korea (weighted data, N=2000, %).
Variable
Sex
Age (years)

Education

Annual house income (1,000 KWN)

Marriage

Daily smoking amount

Age of smoking initiation (years)

Plan of smoking cessation

Quit attempt in the last 1 year
Time to first cigarette

Male
Female
19-39
40-59
Over and 60
<High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graduation
Refuse to say
<30,000
30,000‐60,000
≥60,000
Refuse to say
Married
Single
Divorce or separated
Refuse to say
≤10
11-20
21-30
≥31
<20
20-29
≥30
Refuse to say
Yes
No
Refuse to say
Yes
No
<5 min
≥5 min

Sample size

Weighted proportion (%)

95% confidence interval

1,800
200
872
813
315
152
534
1,289
25
516
785
587
112
1,179
697
120
4
790
1,020
115
75
838
1,056
98
8
1,353
605
42
981
1,019
519
1,481

87.7
12.3
42.4
44.2
13.4
8.2
27.8
62.7
1.4
26.5
39.5
28.3
5.7
58.2
33.7
7.8
0.4
38.8
51.0
6.0
4.2
42.1
51.3
6.1
0.6
67.3
30.4
2.2
49.5
50.5
27.1
72.9

85.8-89.4
10.6-14.2
40-44.8
41.8-46.7
11.9-15.1
6.8-9.7
25.6-30.0
60.3-65.0
0.9-2.2
24.3-28.7
37.2-41.9
28.3-30.5
4.7-7.0
55.7-60.6
31.4-35.9
6.4-9.5
0.1-1.4
36.5-41.2
48.6-53.4
4.9-7.3
3.2-5.4
39.7-44.5
48.8-53.7
4.9-7.6
0.3-1.2
65-69.6
28.2-32.7
1.6-3.1
47.0-51.9
48.1-53.0
25-29.4
70.6-75

지원 프로그램은 7.4%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프로그램 이용도는 남ㆍ녀 차이가 없었다. 금연프로그램의

어느 하나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32.3%였다. 보건소

인지도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는데, 19-39세에 비해 40-59

금연 클리닉을 알고 있는 흡연자 중 50%가 앞으로 클리닉을

세에서 금연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높았고(OR 4.27, 95% CI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입원형 금연캠프를 알고 있는

1.83-9.97), 60세 이상은 인지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흡연자 중 24.3%가 입원형 금연캠프를, 금연전화를 알고 있

3). 19-39세에 비해 40-59세와 60세 이상에서 금연 프로그

는 흡연자 중 28.4%, 또한 국민 보험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램 이용도나 미래에 이용할 의향이 모두 높았다. 경제 상태

알고 있는 흡연자 51.0%가 앞으로 각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

와 교육 정도는 금연 프로그램의 인지와 이용에 특별한 영향

향이 있다고 하였다(표 2).

이 없었다. 연령 보정 후 미혼인 흡연자에서 금연 프로그램

다변량 분석으로 모든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금

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이 적었다.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

연프로그램 이용도,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에 영향을

지도나 미래에 이용할 의향에 하루 흡연량은 특별한 영향이

미치는 요인을 보았다.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나 금연

없었다. 하루 흡연량 10개비 이하에 비해 11-20개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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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wareness and Use of national smoking program (weighted data, N=2000, %).

Have you heard of (N=2000)
Stop smoking clinics at public health centres (N=1997)
Residential cessation program (N=1992)
Insurance program to help quit (N=1997)
†
Any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N=1997)
†
All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N=1995)
Have you ever used a (N=2000)
Stop smoking clinics at public health centres (N=1790)
Residential cessation program (N=1292)
Quitline (N=1914)
Insurance program to help quit (N=720)
†
Any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N=1790)
Be interested in using a
Stop smoking clinics at public health centres (N=1973)
Residential cessation program (N=1,273)
Quitline (N=1,292)
Insurance program to help quit* (N=1972)
†
Any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N=1989)
†
All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N=2000)

Yes (%, 95% CI)

No (%, 95% CI)

88.8 (87.1‐90.3)
64.6 (62.2‐66.9)
36.9 (34.6‐39.3)
94.2 (92.8‐95.3)
24.9 (22.8‐27.1)

11.2 (9.7‐12.9)
35.4 (33.1‐37.8)
63.1 (60.7‐65.4)
5.8 (4.7‐7.2)
75.1 (72.9‐77.2)

32.3 (30.0‐34.7)
0.9 (0.5 ‐1.7)
3.0 (2.2‐4.1)
7.4 (5.5‐ 9.7)
32.3 (29.9‐34.7)

67.7 (65.3‐70.0)
99.1 (98.3‐99.5)
92.8 (91.4‐94.1)
97.0 (95.9‐97.8)
67.7 (65.3‐70.0)

50.0 (47.6–52.5)
24.3 (21.8‐27.1)
28.4 (26.2‐30.7)
51.0 (48.5‐53.4)
67.6 (65.3‐69.9)
6.6 (5.5‐8.0)

50.0 (47.5‐52.4)
75.7 (72.9‐78.2)
69.9 (67.6‐72.2)
49.0 (46.6‐51.5)
32.4 (30.1‐34.7)
93.4 (92.0‐94.5)

*Response of the question was using Likert scale like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and Strongly disagree. Strongly agree and agree
are converted to yes, the others are no.
†
No includes response of “no”, “no response” or “missing”.

21-30개비인 경우 금연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이 증가하였

인지도를 보였다. 특히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대한 인지도가

지만 30개비 이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88.6%로 높았고 국민보험공단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36.9%

이는 30개비 이상 흡연량을 가진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이

로 가장 낮았다. 금연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은 보건소 금연

다.(N=75)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

클리닉이 32.3% 였고, 입원형 금연캠프(0.9%)나 국민보험

지도가 높았고(OR 1.50, 95% CI 1.12-2.00), 금연 프로그램

공단 금연 지원 프로그램(7.4%), 그리고 금연전화(3.0%)의

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OR 2.47, 95% CI 1.85-3.29) 미래에

이용은 낮았다.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높았다 (OR 4.56, 95% CI

WHO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흡연자에게

1.85-11.23). 그러나 과거 금연 시도를 한 것은 모든 금연 프

구체적인 금연 치료법 제공하도록 권고한다.(6) 흡연자가

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나 앞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

흡연의 폐해와 금연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을 잘 알더라

향과도 관련이 없었다. 아침 첫 담배시간은 니코틴 의존도를

도,(9) 대부분 흡연자는 특별한 도움없이 금연에 성공하기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깨어난 지 5분 미만에 피는 첫 담

어렵다.(10) 금연 효과가 잘 증명되어 있는 금연법은 금연에

배가 모든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연관되어 있었지

대한 정보 제공과 심리적 지원을 하는 금연 상담전화, 의사

만 (OR 1.41, 95% CI 1.05-1.89), 금연 프로그램 이용이나

가 제공하는 금연 권고, 니코틴 제재 등 약물 치료 등이 있

미래에 이용할 의향과는 연관성이 없었다(표 3).

다.(11)
국내에서 시행하는 금연 상담전화는 금연 상담만 전담하

고

찰

고 있어서 미국 California Smokers’ Helpline이나 영국, 호
주 Quitlines 등 서비스 형태가 유사하다. 수 차례 전화 상담

본 연구 결과 흡연자는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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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wareness and use of national smoking program (weighted data, N=1,837).
Variable
Sex
Age (years)

Education

Annual house income (1,000 KWN)

Marriage

Daily smoking amount

Age of smoking initiation (years)

Plan of smoking cessation
Quit attempt in the last 1 year
Time to first cigarette

Male
Female
19-39
40-59
Over and 60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30,000
30,000-60,000
≥60,000
Married
Single
Divorce or separated
≤10
11-20
21-30
≥31
<20
20-29
≥30
No
Yes
No
Yes
>5 min
<5 min

Awareness of all program

Use of any program

Intention to use of all program

1
1.13 (0.72-1.78)
1
1.89 (1.36-2.63)
1.20 (0.74-1.97)
1
1.23 (0.70-2.16)
1.07 (0.61-1.89)
1
0.87 (0.62-1.20)
0.86 (0.61-1.22)
1
0.65 (0.46-0.90)
0.87 (0.53-1.44)
1
0.89 (0.68-1.17)
0.94 (0.55-1.59)
0.90 (0.46-1.76)
1
0.96 (0.74-1.25)
1.00 (0.56-1.80)
1
1.50 (1.12-2.00)
1
0.97 (0.76-1.25)
1
1.41 (1.05-1.89)

1
0.87 (0.56-1.34)
1
1.42 (1.04-1.94)
2.06 (1.34-3.18)
1
1.30 (0.78-2.14)
1.12 (0.68-1.87)
1
0.93 (0.67-1.27)
0.92 (0.64-1.32)
1
0.65 (0.48-0.90)
1.04 (0.64-1.68)
1
1.43 (1.09-1.87)
1.85 (1.08-3.17)
1.69 (0.88-3.28)
1
0.80 (0.63-1.03)
0.79 (0.44-1.43)
1
2.47 (1.85-3.29)
1
1.32 (1.04-1.68)
1
1.19 (0.89-1.58)

1
1.11 (0.41-3.03)
1
3.44 (1.65-7.19)
5.68 (2.31-14.00)
1
1.54 (0.59-4.02)
1.33 (0.51-3.43)
1
1.12 (0.63-1.97)
1.07 (0.56-2.04)
1
1.24 (0.61-2.55)
0.89 (0.40-1.98)
1
1.24 (0.79-1.95)
0.91 (0.33-2.45)
1.05 (0.33-3.36)
1
0.87 (0.55-1.39)
0.30 (0.10-0.94)
1
4.56 (1.85-11.23)
1
1.29 (0.81-2.06)
1
0.71 (0.42-1.21)

한 인지도 연구는 주로 Quitlines에 대해서만 보고되었는데

program to help quit).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직접 면담

금연전화 인지도는 미국 흡연자에서 65%, 뉴질랜드에서

법으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재법은 해외 연구에

94%로 높았지만 금연전화 이용률은 미국에서 2005년에

서 금연 성공이 1.57배 높았다.(16)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유

1%(주별 평균 0.01%-4.28%),(13) 2009년-2010년에 7.8%

사한 해외 프로그램으로는 1999년부터 영국에서 시작한

로 증가하였고,(14) 뉴질랜드에서 8.1%에서 11.2%로 1년동

NHS Stop Smoking Services (SSSs)이다. NHS Stop

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5) 외국 금연 상담전화 이용과

Smoking Services (SSSs)는 금연전문가가 흡연자에게 4주

비교해 보면 금연 상담전화 이용한 국내 흡연자는 3.2%에

간 상담을 제공하며, 금연성공률이 35%로 높지만, 불과 5%

불과하여 낮은 이용율을 보였다. 국내에서 금연 상담전화 이

흡연자만이 등록하고 있다.(17,18)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의

용율이 낮은 이유는 금연 상담전화 이외에도 비용 부담이 작

료보험공단 지원 금연 사업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은 금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의향이 유사하게 높았는데, 두 프로그램 모두 니코틴 대체재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연 프로그램은 보건소 금연 클
리닉이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2005년 도입된 금연 프로

또는 약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흡연자 중
25.8%이 이용한 적이 있어 이용도가 높았다.

그램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금연 지원

의료보험공단 금연지원사업(금연지원사업)은 흡연자 중

프로그램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88.8% vs 64.6% for

36.9%만이 금연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

Residential cessation program, 36.9 % for Insurance

을 알고 있는 흡연자 중 7.4%만이 이용하였다.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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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지원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본

도 의료진 상담을 받은 경우 금연 전화에 대한 이용이 높아

조사가 시행된 2015-2016년까지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았

져 금연 계획이 있는 흡연자에서 프로그램 이용도가 높은 본

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한 보고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표 3).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을

금연지원 사업을 이용한 총인원은 23만800명이고, 2016년

높이기 위해서 흡연자들이 금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연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

하는 금연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5)

용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 전체 흡연자

본 연구의 강점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의 대규

중 25.9%가 일차의료의사의 금연 상담과 약물 처방을 받았

모 설문 조사에서 현재 흡연자의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 결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흡연자의

인지도와 실제 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을 파악할 수

비율(7.4%)에 비해 높았다.(19) 일차의료 의사의 금연 상담

있었다. 흡연자들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와 각 프로

과 약물 치료는 금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금연 지원 정

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흡연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금연 프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2000년도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그램 개선에 기초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한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가 증가했는데, 이 시기가 니코틴 치료

점은 전체 흡연자 중 표본추출한 대상이므로 실제 프로그램

가 가능해지고 약물치료에 대한 보험이 도입된 이후이

에 등록한 사람들의 특성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다.(20,21) Murphy 등은 흡연자 코호트 조사에서 금연 프로

연구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금연캠프, 금연 지원 사업이

그램 도입을 전후로 해서 금연에 대한 관심과 금연 프로그램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이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금연 프로그램이 도

와 이용이 저평가될 수 있다.

입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 직후에 조사한 본 조사 결과

본 연구 결과 국가 지원 금연 프로그램 자원 중 보건소 금

에 비해 앞으로 금연 프로그램 이용이 점차 증가하리라 생각

연 클리닉을 제외하고 흡연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된다.(22)

도 및 이용도가 낮았지만 앞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

금연캠프(residential smoking cessation camps)은 인지

향이 높았다. 대부분 금연 결심을 한 흡연자에서 인지도와

도(64.3%)에 비해 실제 이용은 현저히 적었다(0.6%). 인지

금연프로그램 이용할 의향이 높았는데 이들이 금연 프로그

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캠프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램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

참가 자격 제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연캠프에 참가할 수

하다.

있는 자격은 흡연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거
나 20년 이상 흡연력과 2회 이상 금연 실패 경험이 있는 경우

요

약

이다.(2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아침 첫 담배가 5분 미만인 니
코틴 의존도가 높은 군에서 금연캠프 이용 경험이 많았는데

연구배경: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금연 프로그램으로는 보건

(OR 8.98, 95% CI 1.40-57.78) 이것도 참가 자격에 의한 영

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캠프, 병ㆍ의원 금연 진

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연캠프 참가자 1일당 높은 비용과

료 등이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새로운 금연 프

높은 성공율을 감안하면 금연캠프가 꼭 필요한 흡연자들이

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흡연자들이 금연프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은 당분간 필요해 보인다.

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본 조사결과 전체 흡연자 중 32.3 %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고자 하였다.

금연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27개 유

방법: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Korea 조사

럽국가 조사에서 금연시도한 흡연자 중 19.9%이 입증된 금

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6년 ITC-Korea 조사는 전국

연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국내

규모의 2,000명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조사

흡연자에서 금연프로그램의 이용도가 높아 금연 프로그램

이다. 현재 흡연자들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실제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24)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이용한 경험과 함께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이용, 앞으로 이용할 의향 모두 상관관계를 보이는 흡

도 질문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자의 특성은 연령과 금연 계획이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

인지도, 실제 이용, 이용할 의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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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을 평가하였다. STATA version 11로 모든 분석을
하였다.
결과: 병ㆍ의원 금연 진료에 대한 흡연자의 인지도는
36.9%, 이용할 의향은 50.3%이 있었다. 금연프로그램을 이
용한 경험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 32.3%, 금연캠프 0.9%, 병ㆍ
의원 금연 진료는 7.4%, 그리고 금연 상담 전화는 3.0%였다.
금연프로그램의 이용도가 높은 흡연자의 특성은 40세 이상,
결혼한 경우, 매일 흡연량이 높은 경우(＞10개비/일)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금연 시도를 한 경우(OR 1.32, 95% CI
1.04-1.68), 금연 계획이 있던 경우에(OR 2.47, 95% CI
1.85-3.29)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론: 정부가 제공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흡연자의 인
지도와 이용하는 흡연자의 빈도는 낮았다. 이들이 금연 프로
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금연; 금연 프로그램; 인지도; 이용;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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