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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moking cessation clinic service is provided in public health center since 2005
in Korea, and it has been includ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ince 2015. This
cross-sectional study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and differences
in satisfaction rates between smokers who were successful and unsuccessful in quitting
smoking.
Methods: A satisfaction survey was administered to 1,500 participants in 2016; of these, 1,418
answered all the satisfaction items. The success and failure of smoking cessation were defined
as whether the individual had smoked during the week before taking the questionnaire.
Chi-square test was used to evaluate differences in the respondents’ satisfaction with the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and with the treatment received from physician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atisfaction rate.
Results: Of the 1,418 respondents, 644 successfully quit smoking and 774 failed to quit. The
satisfaction rates for the support services and treat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uccess
group.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was an independent
factor that increased satisfaction with both the support services (odds ratio, 3.70; 95%
confidence interval, 2.45–5.59) and treatment by the physician (odds ratio, 2.06; 95%
confidence interval, 1.44–2.96).
Conclusion: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was an independent factor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the support service and treatment by the physician. Satisfaction rates differed with age,
sex, and hypertension. To increase satisfaction rates, medical staff should provide targeted
treatments considering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s.
Key Words: Smoking cessation; Satisfaction surve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ssociated factor
Copyright ⓒ 2019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찬민 외：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의사의 금연치료에 대한 만족도와 금연 성공과의 관련성

배

경

루어진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참여자가 금연치료에 만
족했으며, 93.5%는 ‘금연클리닉이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

흡연은 폐암, 구강암, 위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등 여러 암

고 답했다.(10) 2005년 1개 대학교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만족

과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임신관련 합병증

도 연구에서도 만족도 평가 5점 만점에 평균 만족도 4.38로 대

및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2017년 세계보

부분의 대상자들이 보건소 금연상담에 만족했다고 보고했

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다.(11) 국외 연구 중에는 홍콩의 노인 대상 모바일 금연서비스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약 600만명에서, 2020년에는 700만명,

에 대한 연구에서 90% 이상이 금연상담 서비스에 만족했고,

2030년에는 800만명으로 예측되어, 앞으로 50년간 흡연으로

50% 이상이 다른 흡연자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12) 미

인한 사망자는 약 4억 5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

국의 초기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COPD) 환자를 대상으로 금연 중재 효과와 금연 습관 변화를

on Tobacco Control, FCTC)에서는 ‘담배 의존 및 금연에 관

분석한 연구에서도 금연 중재 도구를 통한 치료가 만족도와 금

한 수요 감소 조치’로 금연 및 담배 의존 치료를 촉진할 것을 권고

연성공률을 높였고, 금연치료에 만족한 참여자의 55%에서 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

연을 지속하는 결과를 보였다.(13)

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FCTC에 참여하여 보건소

이처럼 금연 관련 연구에서 해외 연구는 금연 성공과 만족도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5년 기준 전국 254개 보건

를 포함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금연 성공에 대한 분석

소를 포함, 연간 57만4000명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

위주였고, 만족도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

다.(3)

연구 중 일부에서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에게 적절한 금연서비스를 받
은 사람은 1년 금연 성공률이 30%까지 상승하였고,(4) 다른 연

국한되어 진행되었고, 대규모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만족도
에 대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구에서도 의료진의 금연 조언만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흡연자의

따라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금연 성공률을 66%까지 높일 수 있었다.(5) 우리나라는 2015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연치료

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

지원사업의 미비점과 불만족 요소들을 보완한다면 금연 사업의

여 전 국민에게 금연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금연치료 지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금

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6)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연치

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금연치료 지

료 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금연 성공 여부에

금연 성공에 대한 연구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신규등록자

따라 분석하고, 그 관련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와 재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 성공요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금
연 성공률은 남성인 경우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모두에서 약

방

법

1.4배 높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신규등록자에서 1.87배, 재등
록자에서 1.66배 높았다. 또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모두에서

1. 연구대상

하루 흡연량이 적을수록, 처음 흡연 연령이 늦을수록, 니코틴 의

본 연구는 2016 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존도가 낮을수록 성공률이 높았다.(7) 군인, 의경 대상 재흡연율

2016년도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갤럽의 ‘금연치료 지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흡연량 11개비 이상인 경우와 중등도 니

원사업 관련 인식 조사’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

코틴 의존도인 경우에 6개월 후 재흡연 가능성이 높았다.(8) 1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6년도 금연치료 지원사

년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는1년 금연 유지 가

업 참가자 중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 인터뷰를

능성이 40대에서 1.89 배, 50대에서 2.14배 높았으며, 고혈압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단계 층화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최

을 진단받았던 환자의 경우는 금연성공 가능성이 2.19배 정도

종적으로 1,500명을 선택하였다. 그 중 만족도 조사 항목에 모

높았다.(9)

두 대답한 1,418명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만족도 연구 중에는 2006년 1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조사를 중단했고, 성별은 목소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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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군으로 나누었다. ‘모르겠다’와 무응답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다음으로 불만족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금연치
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만족 원인을 개방형으로 조사

1) 일반적 특성

하였고, 이를 크게 의료진, 치료 약제, 지원사업 시스템, 환자 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설문

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의 상담부실, 정보제공 부족, 형

조사는 조사원이 전화로 설문지의 질문과 보기를 설명하고, 참

식적인 태도, 치료시간이 짧고 제한적이다’는 응답은 의료진 요

여자가 보기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보고하는 방

인으로, ‘구체적 처방이 부족하다, 부작용, 효과 미비, 약이 충분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참여자의 성별, 연령, 거주

하지 않다, 약에 대한 정보 부족, 주사제제 선호’ 등은 약제 관련

지역, 동반질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역은 수도권과

요인으로, ‘지원절차 복잡, 금연치료 병의원수 부족, 비용 부담,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수도권으로,

지원 규모 적다, 처방전을 받는 과정의 불편, 병원비 환급이나 보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설정하였다. 의료기관의 유형은 참

상이 제대로 되지 않음, 병의원 대기시간, 보상 부족’ 등은 시스

가자들이 응답하는 다양한 기관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

템 요인으로, ‘번거롭고 귀찮다, 투약 자체 거부감, 체중 증가’ 등

원, 치과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을 기록한 뒤, 이를 병원(종합

은 환자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의 금연치료에 불만족한 원인은 진료 상담, 의료진, 의료
시설, 치료 약제, 환자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의 상
담부실, 상담없이 약만 처방, 금연정보제공 부족, 간호사에 의한

2) 흡연 관련 요인

상담’은 진료 상담 요인으로, ‘의사 개인 청결’은 의료진 요인으

흡연과 관련된 항목으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니코틴

로, ‘병의원 상태 열악’은 의료 시설로, ‘구체적 처방 부족, 원하는

의존도 등을 조사하였다. 하루 흡연량과 흡연 시작 연령을 개방

약을 처방해주지 않음, 부작용 및 효과 미비’는 약제 관련 요인으

형 질문으로 조사하였고, 니코틴 의존도는 한국어판 니코틴 의

로,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환자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존도 설문도구(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를 활용하였다. FTND 평가 점수에 따라서 낮은

3. 통계분석

의존도(0-3점), 중간 의존도(4-6점), 높은 의존도(7점 이상)로

연구의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al software ver.

나누었다.(14)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과 같은 약물치료와 니코

24.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참여자

틴 패치, 니코틴 껌과 로젠즈 등 니코틴 대체 요법(Nicotine

의 기본적 특성과 금연 성공 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

Replacement Therapy, NRT)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금

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고, 카이 제곱 검정에서 유

연 성공은 조사 시점 1주일 이내의 흡연 여부로 판단하였고, 최

의한 통계 결과를 보이는 변수들을 보정하여 만족도에 대한 다

근 1주일 이내에 재흡연한 경우 금연 실패로, 금연을 지속하고 있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금

는 경우 금연 성공으로 정의하였다.

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료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때 유의성 검정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기

3) 만족도

준으로 하였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
게 만족도에 따라 ‘매우 만족했다’, ‘어느 정도 만족했다’, ‘별로 만

결

과

족하지 않았다’,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만족했다’와 ‘어느 정도 만족했다’로 대답한 참여자는 만족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분석

군으로,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는 불

연구대상자는 총 1,418명으로 금연 성공군이 644명, 금연 실

만족군으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에게 의사의 금연

패군이 744명이었다(표 1).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 모두에서 남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고 응답에 따라 만족군과 불만족

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았다(남성 88.8%, 여성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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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Total respondents (N=1418)
Sex
Men
Women
Age (year, mean ± SD)
Residence
Urban
Rural
Amount of daily smoking
Age of smoking initiation (year)
†
Nicotine dependency
Low
Intermediate
High
Missing
Types of medical facilities
Hospital
Clinic
Pharmacy
Unknown
Treatment
Varenicline only
Bupropione only
Varenicline+Bupropione
§
NRT only
Varenicline+NRT
Bupropione+NRT
Missing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epression
Schizophrenia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Dyslipidemia
Asthma

Smoking cessation*
Success (N=644)

Failure (N=774)

1,259 (88.8)
159 (11.2)
50.0±12.6

566 (87.9)
78 (12.1)
51.3±12.4

693 (89.5)
81 (10.5)
49.0±12.7

716 (50.5)
702 (49.5)
18.5±8.6
21.2±5.2

338 (52.5)
306 (47.5)
17.5±8.0
21.6±5.5

378 (48.8)
396 (51.2)
19.3±9.0
20.9±5.0

332 (23.4)
529 (37.3)
424 (29.9)
133 (9.4)

168 (28.9)
250 (43.0)
164 (28.2)

164 (23.3)
279 (39.7)
260 (37.0)

P-value
0.328

＜0.001
0.171

＜0.001
0.017
0.002

0.047
1,121 (79.1)
244 (17.2)
50 (3.5)
3 (0.2)

127 (19.7)
498 (77.3)
17 (2.6)

117 (15.1)
623 (80.5)
33 (4.3)

1,238 (87.9)
110 (7.8)
35 (2.5)
18 (1.3)
6 (0.4)
1 (0.1)
10 (0.7)

572 (89.4)
43 (6.7)
15 (2.3)
7 (1.0)
2 (0.3)
1 (0.2)

666 (86.7)
67 (8.7)
20 (2.6)
11 (1.4)
4 (0.5)
0 (0.0)

267 (18.8)
162 (11.4)
47 (3.3)
7 (0.4)
64 (4.5)
34 (2.4)
19 (1.3)
106 (7.5)
54 (3.8)

148 (23.0)
76 (11.8)
14 (2.2)
1 (0.2)
30 (4.7)
14 (2.2)
9 (1.4)
46 (7.1)
22 (3.4)

119 (15.4)
86 (11.1)
33 (4.3)
6 (0.8)
34 (4.4)
20 (2.6)
10 (1.3)
60 (7.8)
32 (4.1)

0.544

＜0.001
0.684
0.029
0.097
0.810
0.615
0.863
0.664
0.48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was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Success or failure of smoking cessation is defined by point prevalence of smoking cessation.
†
Nicotine dependency is calculated by FTND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 Scoring with less than 3 points is classified as low dependency,
4-6 points as intermediate dependency, and 7-10 points as high dependency.
‡
Varenicline and bupropion are included in the medications.
§
NRT,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 includes the use of nicotine gum, patch, and tablet/lozenge.

65

JKSRNT Vol. 10, No. 2, Dec. 2019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금연 성공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2.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 분석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성공 51.3±12.4세, 실패 49.0±

전체 1418명 중 금연 지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한 사람

12.7세; P＜0.001). 하루 흡연량은 금연 성공군의 흡연량이 실

은 1,221명(86.1 %)이었고, 의사의 금연치료에 만족했다는 응

패군보다 적었고(성공 17.5±8.0개비, 실패19.3±9.0개비; P

답자는 1,207명(85.1%)이었다. 또 금연 성공 여부와 금연치료

＜0.001), 실패군에 비해 성공군에서 늦은 나이에 첫 흡연을 시

지원사업 및 의사의 금연치료 만족도를 카이 제곱으로 분석한

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성공 21.6±5.5세, 실패 20.9±5.0세;

결과, 금연 성공군에서 금연 지원 사업(성공 93.6%, 실패

P=0.017). 니코틴 의존도 항목에서는 금연 성공군에서 낮은 니

79.8%), 의사의 금연치료에 대해 만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성

코틴 의존도의 참여자가 많았던 반면(성공28.9%, 실패 23.3%),

공 90.5%, 실패 80.6%)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2). 금

금연 실패군에서는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가진 참여자가 더 많

연 성공군에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료 만족도

았다(성공 28.2%, 실패 37.0%). 금연치료를 받은 병의원 유형으

가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고 금연 실패군에서도 약 80% 정도

로는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 모두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로 높은 금연 만족도를 보였다. 불만족 응답률은 금연 실패군에

가장 많았고(성공 77.3%, 실패 80.5%), 성공군에서 병원의 진료

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불만족 응답률이 20.2%, 의사의 금

를 받은 비율이 높았다(성공 19.7%, 실패 15.1%). 치료 방법은

연치료 불만족이 19.4%로 금연 성공군의 불만족 비율 6.4%,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 모두에서 약물치료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9.5%보다 높았다. 즉, 금연 성공군의 만족도는 실패군의 만족도

대부분이었다(성공 97.8%, 실패 97.3%). 그 중에서도 두 군 모

보다 높았고, 금연 실패군의 불만족 비율은 성공군의 불만족 비

두 바레니클린만을 투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성공 572명

율보다 높았다.

89.4%, 실패 666명 86.7%), 성공군에서 바레니클린 단독 투여

다음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료 만족도와 관

비율이 다소 높았다. 두번째로는 부프로피온을 투여한 경우가

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많았고(성공 43명 6.7%, 실패 67명 8.7%), 금연 실패군에서 부

였다. 연령과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분석

프로피온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바레니클린과 부프

하였다.

로피온을 병용한 경우가 많았다(성공 15명 2.2%, 실패 21명

연령, 성별, 금연 성공여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의료

2.6%). 동반질환 분석에서는 금연 성공군이 실패군에 비해 고혈

기관 분류, 니코틴 의존도, 동반 질환에 대해 보정 후 분석을 시행

압의 비율은 높고(성공 23.0%, 실패 15.4%; P＜0.001), 우울증

한 결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은 남성

의 비율은 낮았다(성공 2.2%, 실패 4.3%; P=0.029). 금연기간에

(Model 2, OR 2.14, 95% CI 1.18-3.89)과 금연 성공(OR

대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무응답 비율이 높아(성공 74.8%, 실패

3.70, 95% CI 2.45-5.59)으로 나타났다(표 3). 의사의 금연 치

73.1%) 제외하였다.

료에 대한 만족도는 금연 성공(Model 2, OR 2.06, CI
1.44-2.96)과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Model 2, OR 1.71, CI

Table 2. Satisfaction for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and physician’s treatment according to smoking status.
Total respondents (n=1,418)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Physician’s treatment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2 was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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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cessation status
Success (n=644)

Failure (n=774)

603 (93.6)
41 (6.4)

618 (79.8)
156 (20.2)

P-value
＜0.001

1,221 (86.1)
197 (13.9)

＜0.001
1,207 (85.1)
211 (14.9)

583 (90.5)
61 (9.5)

624 (80.6)
15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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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ed factors with satisfaction for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Model 2†

Model 1*

‡

Age
Sex
Female
Mal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Failure
Success
Amount of daily smoking
Age of smoking initiation (year)
Nicotine dependency
Low
Intermediate
High
§
Types of Medical facilities
Clinic
Hospital
Pharmacy
Treatment
NRT only
Varenicline only
Bupropione only
Varenicline+Bupropione
Varenicline+NRT
Bupropione+NRT
Co-morbidity
Hypertension
No
Yes
Depression
No
Yes

OR

95% CI

OR

95% CI

0.99

(0.98-1.00)

0.99

(0.97-1.00)

1.00
1.76

(reference)
(1.16-2.68)

1.00
2.14

(reference)
(1.18-3.89)

1.00
3.95
0.98
1.01

(reference)
(2.74-5.69)
(0.97-1.00)
(0.97-1.05)

1.00
3.70
0.99
1.01

(reference)
(2.45-5.59)
(0.97-1.01)
(0.97-1.05)

1.00
0.95
0.85

(reference)
(0.63-1.44)
(0.55-1.30)

1.00
1.10
1.06

(reference)
(0.69-1.75)
(0.67-1.68)

1.00
1.17
-

(reference)
(0.77-1.78)

1.00
1.14
-

(reference)
(0.69-1.87)

1.00
1.81
1.01
0.74
-

(reference)
(0.58-5.62)
(0.30-3.39)
(0.19-2.83)

1.00
1.36
0.70
0.49
-

(reference)
(0.34-5.41)
(0.16-3.02)
(0.10-2.48)

1.00
1.28

(reference)
(0.84-1.93)

1.00
1.26

(reference)
(0.82-1.95)

1.00
0.76

(reference)
(0.36-1.63)

1.00
0.74

(reference)
(0.32-1.71)

Table 3 was evaluat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by age and sex.
†
Full adjusted by age, sex,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amount, start time, types of medical facilities, nicotine dependency, hypertension and depression.
‡
Continuous variables were us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ag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and start time for smoking.
§
The analysis of medical facilities was classified into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medical clinics, dental clinics, oriental medicine
clinics.

1.03-2.83)와 관련이 있었다(표 4). 약물 종류에 따른 금연치료

의 금연치료에 불만족한 212명을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하였을

지원사업 및 금연치료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진이었고

나타났다. NRT와 약물을 병용한 경우는 응답수가 매우 적어 분

(37.6%), 그 다음은 시스템(24.4%), 약물(16.8%)이었다. 의사의

석에서 제외하였다. 의료기관 별 만족도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

금연치료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 상담으로, 90.5%라는

으며, 약국의 응답자수가 매우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불만족했던 197명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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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ed factors with satisfaction for physician’s treatment.
Model 1*

‡

Age
Sex
Female
Mal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Failure
Success
Amount of daily smoking
Age of smoking initiation (year)
Nicotine dependency
Low
Intermediate
High
§
Types of Medical facilities
Clinic
Hospital
Pharmacy
Treatment
NRT only
Varenicline only
Bupropione only
Varenicline+Bupropione
Varenicline+NRT
Bupropione+NRT
Co-morbidity
Hypertension
No
Yes
Depression
No
Yes

Model 2

†

OR

95% CI

OR

95% CI

1.01

(1.00-1.02)

1.01

(1.00-1.03)

1.00
1.13

(reference)
(0.72-1.77)

1.00
1.14

(reference)
(0.62-2.10)

1.00
2.26
0.99
1.00

(reference)
(1.65-3.12)
(0.97-1.00)
(0.97-1.04)

1.00
2.06
1.01
0.99

(reference)
(1.44-2.96)
(0.98-1.03)
(0.96-1.03)

1.00
1.05
0.60

(reference)
(0.69-1.59)
(0.40-0.90)

1.00
0.92
0.60

(reference)
(0.58-1.47)
(0.35-1.00)

1.00
0.84
-

(reference)
(0.57-1.23)

1.00
0.78
-

(reference)
(0.50-1.22)

1.00
2.54
1.67
1.87
-

(reference)
(0.89-7.27)
(0.54-5.23)
(0.48-7.26)

1.00
2.01
1.45
1.40
-

(reference)
(0.56-7.18)
(0.67-5.72)
(0.28-6.98)

1.00
1.96

(reference)
(1.23-3.14)

1.00
1.71

(reference)
(1.03-2.83)

1.00
0.74

(reference)
(0.35-1.57)

1.00
0.56

(reference)
(0.25-1.24)

Table 4 was evaluat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by age and sex.
†
Full adjusted by age, sex,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amount, start time, types of medical facilities, nicotine dependency, hypertension and depression.
‡
Continuous variables were us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ag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and start time for smoking.
§
The analysis of medical facilities was classified into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medical clinics, dental clinics, oriental
medicine clinics.

고

찰

금연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모두 높이는 독립 변수였다. 남성인
경우 금연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았

이번 연구는 2016년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
해, 금연 성공 여부에 따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

고,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금연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1.7배 정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료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분

금연 성공이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료에 대한 만

석한 단면연구이다. 금연 성공은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족도 모두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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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이다. 62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대한 만

로는 90% 이상의 참가자가 불충분한 상담을 지적했다. 따라서

족도 조사를 시행한 국내 연구에서 약 95%이상이 금연클리닉에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금연치료의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만족했고, 이들 중 93.5%는 금연클리닉이 금연 성공에 도움이

의료진의 역할과 함께 충분한 금연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되었다고 답하였지만, 통계적인 연관성은 보여주지 못했다.(10)

다.

해당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구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상담하였고

의료진은 이러한 결과들을 임상현장에서 적용하여, 금연치료

NRT의 사용유무만을 조사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

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 성별, 동반질환 등의 요인을 고려

암센터 내 9개의 비영리단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환자 맞춤 전략을 수립하

금연치료를 받은 흡연자의 50% 이상이 금연 건강보험 서비스에

여 충실한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금연치료 개별화

만족했고 이후의 진료에서도 만족도가 상승(OR 2.23, 95% CI

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활발히 논의되

1.82-2.71)했다.(15)

고 있다.(5,18,19) 따라서 국내에서도 환자의 특성에 맞춘 개별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만족도 상승은 남성인 경우와 연관성이

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화된 맞춤치료를

있었는데, 이는 남성 흡연자가 1.9배 정도 높은 금연의도를 보였

통한 금연사업 참가자의 만족도 상승은 참가 확대와 효과 증대

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16)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

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

은 약 11%로, 성별 비율이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여성 흡연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 흡연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금연 성공과 실패를 최근 1주

자가 공개적으로 흡연을 인정하고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이용하

일 이내의 흡연 여부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금연 성공

는 것이 남성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

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전 연구들은 금연 성공을 6개월 혹은

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흡연자의 낮은 참여율과 비공개적인 특

1년 이내의 재흡연 여부로 정의한 반면, 이번 연구는 설문 시점

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게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1주일 이내의 흡연 여부로 정의하였다.(8,9,20) 이번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 금연 기간에 대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시점을 기준으

의사의 금연치료에 대한 만족도 상승은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로 금연 성공 여부를 분석하려 하였으나, 분석 결과 무응답 비율

와 관련이 있었다. 국내 5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높아 제외하였다. 그러나 1주일 내 재흡연 여부로 금연을 판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금연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최근 기

할 수 있었고,(17) 국내 청년 및 중년남성 근로자의 1년 이상 금

억을 회상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흡연 여부를 좀더 명확하게 기억

연유지 성공은 고혈압 진단 경험이 있는 경우(OR 2.19, 95% CI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0-3.98)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9) 이는 고혈압 흡연자

둘째, 참가자의 특성 조사 시 성별을 객관적 지표가 아닌 목소

의 경우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건강 증진을 위한

리를 통하여 판정하였기 때문에, 설문자의 주관적 개입으로 인

금연치료의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흡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결과적으로 금연 지원사업과 금연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

생각되는 음주력,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질문이

키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금연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 관리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에 반영되지 못했다. 금연클리닉

를 통해 금연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연구에서 음주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해

히 남성인 경우와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음주 문제가 없는 경우 금연 성공률이 높아 음주와 금연 사이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고, 1개 병원 금연클리닉 연구

추가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불만족 원인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7,21)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

들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연치료 지원사업 불만족

위와 금연 성공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고학력,

의 원인으로는 의료진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고(37%), 의사의 금

사무직, 높은 수입,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금연 성공률이 증

연치료 불만족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상담이 주된 원인이었다.

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9,22,23)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불만족한 원인으로는 시스템, 약물처방 등

셋째, 금연 지원자의 이전 금연시도 및 금연 프로그램 참여 여

도 약 20% 정도를 차지했으나, 의사의 금연치료 불만족 원인으

부, 참여 횟수와 의사의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세션 당 방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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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내용 또한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했다.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금연 지원사업과 금연 치료

의경, 군인 대상 재흡연 연구에서는 과거 금연시도 유경험군에

의 만족도와 그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해 무경험군에서 6개월 재흡연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다른 연

방법: 1,500명의 참가자 중, 2016년 금연 사업 만족도 조사에

구들에서는 금연시도 횟수가 많을수록 금연 실패 가능성이 높았

모두 응답한 1,418명이 포함되었다. 금연 성공 여부는 설문 시

다.(8,24)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비교 연구

점 1주일 이내의 흡연 여부로 판단하였다. 카이 제곱 검정으로

에서는 재등록자의 금연성공률이 신규등록자보다 높았으나, 다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료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

른 선행연구에서는 신규등록자의 성공률이 높았다.(7,25) 이처

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만족도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

럼 이전 금연시도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

하였다.

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전

결과: 1,418명 중 774명은 금연에 실패하였고, 644명은 금연에

금연 시도와 금연 성공 여부의 관련성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성공하였다. 금연 성공군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

있도록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았다.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자가 보고 형

한 결과, 금연의 성공은 금연 지원사업과 의사의 금연치료 만족

식으로 진행되어 회상 비뚤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요

도를 상승시키는 독립 변수였고, 그 외 성별과 고혈압 여부 또한

중 코티닌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 비해 객관성

만족도 상승과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26)

결론: 의료진은 금연지원 사업 및 금연 치료에 대한 만족도 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의사의
금연치료 모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고, 국가 정책인

를 위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금연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약 1,500여명의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

중심단어: 금연;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요인

서 처음으로 금연사업의 결과인 금연 성공률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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