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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association between experience with “National Smoking Cessation Services
(NSCS)” and intention to quit was investigated among adult smokers to evaluate its effects and
provide better services.
Methods: From the Tillion Internet research panel, 2,000 tobacco users aged 19-65 years old
were sampled with country representativeness and invited to participate in an online survey
on November 2018. Informati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smoking behaviors, experience
with cessation services, and intention to quit were gathered. A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stimate the association.
Results: In total, 19% and 71% of 2,000 current adult smokers intended to quit within 1 and
6 months. Additionally, 21.8% had ever used cessation services. Smoking fewer than 10
cigarettes per day and ever using cessation services increased the intention to quit within one
month, and this increase was furthered when they experienced the effect of cessation services
(OR 2.78, 95% CI 2.07-3.73). There was a similar effect on intention to quit within six months.
In the subgroup analysis of those ever using NSCS, intention to quit within six months was
greatly increased when the subjects experienced reinforcement of willingness or
self-confidence to quit from previous use of cessation services (OR 9.34, 95% CI 2.71-32.16).
Conclusion: Ever using NSCS and experiencing the reinforcement of self-confidence to quit
from NSCS use increased the intention to quit among current adult smokers. An organized
effort appears necessary to encourage more smokers to access cessation services and to
intensify the program for self-confidence to quit for servi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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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외：성인 흡연자의‘국가금연지원서비스’이용 경험이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배

경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외에서 금연캠페인이나 금연정책
강화가 혼자하는 금연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금연 시도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으나,(5-7)

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to Tobacco Control,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이 향후 금연의도나 금연 재시도에 어떤 영

FCTC)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에 따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그간 담배

르면 FCTC 당사국들은 과학적 증거와 모범 사례를 참고하고 국

규제정책의 강화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가별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연 및 담배 의존에 관한 적

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절한 치료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 여전히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을 고려할 때,(8) 국내

WHO FCTC 14조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하에 ‘국가금연지원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흡연율 감소 및 보다 효과적인 흡

비스’로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금연지원, 군ㆍ

연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의 분석과 제공은 필요하

의경 금연지원 등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

다.

며, 2015년부터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지역금연지원센터의 금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현재 흡연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캠프,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파악하고, 흡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흡연 행태,

를 추가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및 대상자 맞춤형의 금연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향후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원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

석ㆍ제시함으로써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향후 발전 방향에 환류

리나라는 WHO MPOWER 전략별 이행 보고서 상 ‘offer help

하고자 하였다.

to quit tobacco use’ 항목에 대한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 받고
있으며,(2) 최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도 연간 80만 명

방

법

에서 10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3) 지원 내용도 대면이나 전
화 상담, 니코틴 보조제나 약물 제공, 병원 입원을 통해 의사와

1. 연구대상자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집중 치료 제공 등 세계보건기구에

본 연구는 3천만 명에 해당되는 OK 캐쉬백 회원을 대상으로

서 제시하고 있는 제공 채널과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가장 포괄

구축된 트릴리온 인터넷 패널의 현재흡연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적인 금연지원서비스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군의경이나 여성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단면연구이다. 2017년 국민

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대상

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된 지역, 성, 연령별 현재 흡연자 비율을 트

자 특성과 흡연행태를 고려한 맞춤형의 서비스를 접근성 있게

릴리온 인터넷 패널에 적용하여 현재 흡연자 표본수를 산출하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층화 비례확률추출법으로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160개 층화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도 연간 이용자 수나 서

기반으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65세 성인

비스 이용 종료 시점 이용자의 금연 성공률 등으로 모니터링 되

남녀 흡연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6일에서 26

고 있으나,(3) 서비스 이용자의 단기 금연성공률로 금연지원서

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비스의 궁극적 목표인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고 그 효과를 측정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

2. 변수

는 금연치료를 위한 정책적 권고의 내용 중 보건학적 접근법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 연령, 거주 지역 , 직업, 배우자 유무 등

(Public health approaches)의 측면을 고려하여 금연지원서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와 흡연빈도(‘담배를 얼마나

비스 제공에 있어 ①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시도

자주 피우십니까?’ ‘매일’과 ‘간헐적’으로 분류) 및 흡연량(‘하루

하게 하거나, ②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다음번 금연을 생각하고

평균 몇 개비의 담배를 피우십니까?’ ‘10개비 미만’과 ‘10개비 이

계획해 나가도록 하는 금연의지 강화와 계획을 이끌어 내는 것

상’으로 분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거주지역(‘현재 거지

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구집단 내 흡연자 중 금연 시도자를 늘

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단위

리고 장기 금연 유지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흡

로 조사하여 특별ㆍ광역시 거주자와 시ㆍ군지역 거주자로 구분

연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4)

하였으며, 직업(‘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의 경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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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직업군을 조사하여 기존 연구 결과

또한, 하위분석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자를 대상

흡연율이 높게 보고된 남성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효과

종사자, 여성 서비스종사자와 관리자 직업군을 고려하여,(9,10)

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수준(‘가장 최근에 이용하셨던 국가금연

‘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생산관리직’, ‘기타’로 3개 군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금연 성공

재분류하였다.

또는 이수 종료시 인센티브(기념품 등)의 만족도/전체적인 만족

주요 독립변수로 금연지원서비스 인지 여부(‘알고 있는 국가

도’)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개 수

금연지원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십시오.’)와 함께 금연지원서비

준으로 조사 후 ‘만족한다’와 ‘보통 또는 불만족한다’로 재분류하

스 이용 경험(‘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

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효과(‘가장 최근에 이용하셨던 국가금

니까?’)에 대한 내용도 함께 조사하였다.

연지원서비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고르세

Table 1. Intention to quit within 1 and 6 months by socio-semographic factors, smoking behaviors, and cessation services experiences among adult
smokers (n=2,000).
Total
n (%)
Sex
Male
Female
Age (years)
19-29
30-39
40-49
50-59
60-65
Area of residence
Urban
Rural
Occupation
Technical/Professional/Office
Service and Sales/Production management
Others
Marital status Current
Married
†
Single
Frequency of smoking
Daily
Occasional
Numbers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0
≥10
Awareness of smoking cessation service
Aware
Unawar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service
Experienced
Inexperienced

Intention to quit within 1 month
(n=380)

P-value

(n=1,420)

P-value

1,736 (86.8)
264 (13.2)

322 (18.5)
58 (22.0)

0.187

1,215 (70.0)
205 (77.7)

0.011

430 (21.5)
534 (26.7)
491 (24.6)
443 (22.2)
102 ( 5.1)

107 (24.9)
102 (19.1)
89 (18.1)
67 (15.1)
15 (14.7)

0.004

334 (77.7)
377 (70.6)
333 (67.8)
305 (68.8)
71 (69.6)

0.012

907 (45.4)
1,093 (54.7)

180 (19.8)
200 (18.3)

0.380

653 (72.0)
767 (70.2)

0.371

1,297 (64.9)
445 (22.3)
258 (12.9)

252 (19.4)
76 (17.1)
52 (20.2)

0.485

946 (72.9)
293 (65.8)
181 (70.2)

0.017

1,153 (57.7)
847 (42.4)

201 (17.4)
179 (21.1)

0.037

845 (73.3)
575 (67.9)

0.009

1,458 (72.9)
542 (27.1)

206 (14.1)
174 (32.1)

＜0.001

932 (63.9)
488 (90.0)

＜0.001

835 (41.8)
1,165 (58.3)

218 (26.1)
162 (13.9)

＜0.001

685 (82.0)
735 (63.1)

＜0.001

1,858 (92.9)
142 ( 7.1)

356 (19.2)
24 (16.9)

0.508

1,343 (72.3)
77 (54.2)

＜0.001

436 (21.8)
1,564 (78.2)

134 (30.7)
246 (15.7)

＜0.001

383 (87.8)
1,037 (66.3)

＜0.001

†

*Includes smokers who have intention to quit within 1 month. Includes all subjects in not married, divorced, and bere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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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금연의지 및 자신감 향상’과 ‘일정기간 금연 유지’, ‘금연

월 또는 6개월 이내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시도의 계기 제공’의 3가지에 대해 효과 유무로 조사하여 최종

요인을 선정한 후 최종 모델을 결정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분석에 포함하였다.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은 P＜0.05에 대해 유의성을 검토하

조사 대상 현재흡연자의 향후 금연의도(‘금연할 계획이 있습

고,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교차비와 함께 95% 신뢰

니까?’)는 DiClemente C. C. 등이 고안한 변화단계 측정도구

구간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IBM SPSS

중 계획단계(6개월 이내의 금연의도)와 준비단계(1개월 이내의

21.0을 이용하였다.

금연의도)만을 조사하였으며,(11) 결과는 6개월 이내에 금연 할
계획 있음, 1개월 이내 금연할 계획 있음, 6개월 이내 금연할 계

결

과

획 없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6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금연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연의도가 없는 군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만 19세 이상 현재흡연자 2,000명 중 남자는 1,736
명(86.8%), 여성은 263명(13.2%)이었고 30-39세 연령군이
2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시ㆍ군지역 거주자,
사무직/전문/관리자 종사자(＜0.001)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3. 통계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행태, 국가금연지원서

많았다. 흡연 행태를 살펴보면 매일 흡연자가 72.9%, 하루 10개

비스 이용 경험 등에 따른 향후 금연의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비 이상 흡연자는 58.3%로 나타났으며, 1개월 이내와 6개월 이

하여 각 조사 항목별 빈도와 분포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

내(1개월 이내 포함) 금연의도가 있는 경우는 각각 380명

하였고, 변수별 통계적 유의성과 변수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1개

(19.0%)과 1,420명(71.0%)이였으며, 6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quit within 1 and 6 month among adult smokers (n=2,000).
Total
n (%)
Sex (Ref.Male)
Female
Age (Ref.19-29)
30-39
40-49
50-59
60-65
Area of residence (Ref.Rural)
Urban
Occupation (Ref.Technical/Professional/Office)
Service and sales/Production management
Others
†
Marital status (Ref.Single )
Married
Numbers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Ref.＜10)
≥10
Experience and effect of smoking cessation service
(Ref. Inexperienced)
‡
Experienced and effective
Experienced but ineffective

Intention to quit within 1 month
n(%)

1,736 (86.8)
264 (13.2)
430 (21.5)
534 (26.7)
491 (24.6)
443 (22.2)
102 ( 5.1)
907 (45.4)
1,093 (54.7)
1,297 (64.9)
445 (22.3)
258 (12.9)
1,153 (57.7)
847 (42.4)
1,458 (72.9)
542 (27.1)
1,564 (78.2)

322 (18.5)
58 (22.0)
107 (24.9)
102 (19.1)
89 (18.1)
67 (15.1)
15 (14.7)
180 (19.8)
200 (18.3)
252 (19.4)
76 (17.1)
52 (20.2)
201 (17.4)
179 (21.1)
835 (41.8)
1,165 (58.3)
246 (64.7)

279 (14.0)
157 ( 7.9)

91 (23.9)
11 (11.3)

§

OR

95% CI

0.95

(0.68-1.33)

0.81
0.86
0.70
0.58

(0.56-1.15)
(0.59-1.27)
(0.46-1.07)
(0.30-1.12)

1.05

(0.84-1.33)

0.87
0.90

(0.65-1.16)
(0.63-1.31)

0.96

(0.72-1.30)

0.45

(0.35-0.57)

2.78
1.93

(2.07-3.73)
(1.31-2.85)

Intention to quit within 6 month*
n(%)
1,215 (70.0)
205 (77.7)
334 (77.7)
377 (70.6)
333 (67.8)
305 (68.8)
71 (69.6)
653 (72.0)
767 (70.2)
946 (72.9)
293 (65.8)
181 (70.2)
845 (73.3)
575 (67.9)
685 (82.0)
735 (63.1)
1,037 (73.0)
248 (17.5)
13.5 ( 9.5)

OR§

95% CI

1.05

(0.75-1.47)

0.58
0.54
0.51
0.44

(0.41-0.81)
(0.38-0.78)
(0.35-0.75)
(0.25-0.77)

1.07

(0.87-1.31)

0.77
0.78

(0.60-0.99)
(0.56-1.09)

1.83

(1.42-2.36)

0.37

(0.29-0.46)

4.51
3.15

(3.03-6.70)
(1.96-5.06)

†
‡
*Includes smokers who have intention to quit within 1 month. Includes all subjects in not married, divorced, and bereaved. Includes subjects experienced positive
effect any of ‘Enforcement of willingness to quit or self-confidence for quit’, ‘Experience of quit attempt and maintenance for some duration’, and ‘Offering cue to action
§
for quit smok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as approp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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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quit within 6 month among adult smokers ever experienced smoking cessation services (n=436).

Sex (Ref.Male)
Female
Age (Ref.19-29)
30-39
40-49
50-59
60-65
Area of Residence (Ref.Rural)
Urban
Occupation (Ref.Technical/Professional/Office)
Service and Sales/Production management
Others
†
Marital status Current (Ref.Single )
Married
Numbers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Ref.＜10)
≥10
Overall satisfaction level (Ref.Low)
High
Satisfaction level of Incentives (Ref.Low)
High
Experienced enforcement of willingness to quit or
self-confidence for quit (Ref.No)
Yes
Practiced quit attempt and maintenance for
some duration (Ref.No)
Yes
Offered cue to action for quit smoking (Ref.No)
Yes

Total
n (%)

n(%)

378 (86.7)
58 (13.3)
108 (24.8)
122 (28.0)
106 (24.3)
81 (18.6)
19 ( 4.4)
224 (51.4)
212 (48.6)
285 (65.4)
108 (24.8)
43 ( 9.9)
191 (43.8)
245 (56.2)
174 (39.9)
262 (60.1)
223 (51.1)
213 (48.9)
255 (58.5)
181 (41.5)
296 (67.9)

331 (86.4)
52 (13.6)
97 (25.3)
101 (26.4)
98 (25.6)
71 (18.5)
16 ( 4.2)
188 (49.1)
195 (50.9)
252 (65.8)
93 (24.3)
38 ( 9.9)
215 (56.1)
168 (43.9)
168 (43.9)
215 (56.1)
188 (49.1)
195 (50.9)
220 (57.4)
163 (42.6)
137 (35.8)

140 (32.1)
266 (61.0)
170 (39.0)
378 (86.7)
58 (13.3)

Intention to quit within 6 month*
∥
§
95% CI
OR
OR

95% CI

1.23

(0.50-3.02)

0.63

(0.23-1.76)

0.55
1.39
0.81
0.61

(0.25--1.19)
(0.54-3.60)
(0.32-2.00)
(0.16-2.41)

0.88
2.73
1.46
0.65

(0.33-2.33)
(0.85-8.81)
(0.45-4.77)
(0.11-3.67)

1.17

(0.65-2.07)

1.03

(0.54-1.97)

0.81
1.00

(0.42-1.57)
(0.37-2.71)

0.91
1.25

(0.44-1.88)
(0.40-3.91)

0.98

(0.55-1.75)

1.01

(0.45-2.24)

0.16

(0.07-0.39)

0.12

(0.05-0.31)

2.02

(1.10-3.69)

1.17

(0.59-2.31)

1.44

(0.79-2.63)

-

-

246 (64.2)
143 (37.3)

9.28

(2.84-30.32)

9.34

(2.71-32.16)

240 (62.7)
54 (14.1)
329 (85.9)

0.57

(0.32-1.02)

0.64

(0.34-1.20)

2.01

(0.70-5.80)

1.47

(0.46-4.71)

†
∥
*Includes smokers who have intention to quit within 1 month. Includes all subjects in not married, divorced, and bereaved.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as appropriates.

§

없는 경우가 580명이었다.

월 이내의 금연의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조사 대상자의 92.9%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인지하고 있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하여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었으나, 과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21.8%

1개월 이내 금연의도율은 더욱 높았다(교차비: 2.78, 95% 신뢰

(436명) 수준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구간: 2.07-3.73). 6개월 이내 금연의도의 경우 20-29세 연령

무배우, 간헐적 흡연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유경험자인 경우

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대비 배

(1개월 금연의도: 30.7%, 6개월 이내 금연의도: 87.8%) 1개월

우자가 있는 경우에서 높았으며(교차비: 1.83, 95% 신뢰구간:

이내 금연의도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6개

1.42-2.36)으며, 1개월 이내 금연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흡연

월 이내 금연의도 유무의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

량이 10개비 미만인 경우 그리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지하는 경우(6개월 이내 금연의도:

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표 2).

72.3%)에도 금연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1).

조사 대상자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하루 10개비 미만의 흡연량을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효과와 6

가지는 경우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1개

개월 이내 금연의도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 한 결과, 하루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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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미만 흡연량을 가지는 경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에 금연

변인이 배제된 상황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의

의지 또는 금연자신감 향상의 효과를 경험한 경우(교차비: 9.34,

독립적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95% 신뢰구간: 2.71-32.16)로 6개월 이내 금연의도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3).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향후 국내 금연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금연 성공과 유지는 물론이고, 더 많은 흡연자
를 대상으로 금연의 필요성 인식, 금연 동기 강화, 금연에 대한

고

찰

자기효능감 극대화를 위한 상담과 지원 노력을 강화하여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반복적 금연의도와 시도를 지속해 나가는 흡연자

본 연구는 국내성인 현재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금연지원서

집단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

비스 이용 경험과 향후 금연의도와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로

리사회에 준비와 계획 단계에 있는 흡연자 규모를 늘리고 반복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금연의도를 가지고

금연시도를 통해 절대적인 금연 성공자 수를 증대시킴으로써 궁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전의 금연지원서비

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

스 이용 경험이 금연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경우, 금연지원

이다.(12-14) 실제 국내외 많은 금연지원 프로토콜들이 금연 시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었던 현재 흡연자들에 비해 향후 6개월 이

도 이전에 금연의 필요성 및 동기 강화를 위한 금연준비의 과정

내 금연할 계획이 4.5배,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은 2.8배 높

을 제안하고, 재흡연 후 재시도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중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금

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금연에 따른 금단 증상 등으로 금연 시

연의지가 강화되고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

도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도흡연자들을 위하여 단기금연프

던 경우 6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9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로그램 등과 같은 특화된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이

이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통해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

유도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18-20)

연 과정을 경험하면서 금연의지와 금연 자신감 향상이 가능했던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흡연빈도와 흡연량

경우 이후 금연의지 강화 및 실천을 위한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

이 많은 흡연자의 경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그

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 행동 단계에 해당하는 실제 금연시도와

효과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연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본

금연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치료와 금연성공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통한 금연 경

을 위해서는 한 번에 금연에 성공하기는 어렵더라도 흡연빈도와

험이 이후 금연시도 및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몇 기존 연

흡연량 감소를 도와 니코틴의존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금연 재시

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캘리포니아지역 중국 및 한국 이민

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흡연량

자들은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금연시도 경험을 가지면

과 낮은 니코틴 의존도는 금연 계획과 금연 시도를 쉽게 할 뿐 아

서 미국 내 다른 주의 중국 및 한국 이민자들에 비하여 이후 금연

니라 금연 시작 후 초기에 겪게 되는 금단증상을 극복하는데도

시도와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12) 국내 보건소 금연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21)

리닉 이용자 800명 대상 패널을 3년간 추적 조사한 송 등의 연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금연의도가 상대적으로 높

를 포함하여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 금연시도 경험이

게 나타났는데, 기존 연구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이는 주변 금연

이후의 금연시도와 금연성공에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들

지지자의 금연 권유가 금연의도나 금연시도의 중요 동기 중의

을 제시하고 있다.(13-16) 다만,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2) 다만, 배우자가 있는

연구는 금연 시도나 금연 성공 이전 단계인 금연의도 여부를 결

경우의 영향은 1개월 이내의 금연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실

과변수로 하였다는 점이 특이할만하다. 금연 의도나 계획 단계

질적인 금연의도보다는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 강화

에서 실제 금연 시도와 같은 실천 단계로 이행하는 데는 다른 많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계수준의

은 요인들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이들 요인이 금연지원서비스

유의성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서비스ㆍ판매ㆍ생산직군에서의 6

이용 경험과 금연 시도 및 성공간의 독립적인 관련성 평가에 혼

개월 이내 금연의도율이 낮게 평가된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이

란이나 변인이 될 수 있다.(14,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연의

들 직군에서의 금연시도와 성공이 기술ㆍ전문ㆍ사무직군 대비

도 여부를 결과변수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요인에 의한 혼란이나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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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국내 흡연자 인구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가금연

금연 시도와 금연 자기효능감 증대를 경험케 하는 역할 또한 크

지원서비스 경험을 통해 증대된 금연의지 또는 금연 자기효능감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이

이 향후 금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

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향후 금연의도에 주요

한 의미 있는 연구이기는 하나, 연구 방법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

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제
시된 현재 흡연자의 지역, 성, 연령별 비율을 인터넷 패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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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확률추출에서 고려하지 못한 요인의 특성이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흡연자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

요

약

상 응답률이 낮고, 응답 거부자의 경우 동일 층화군의 다른 대상
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해진 층화군별 표본수가 채워질 때까지

연구배경: 최근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확대되었으나 금연지원

대체되는 과정에서 최종 조사 참여자에 대한 선택 편견이 있을

서비스 효과 평가가 이용자 수 및 금연성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 있다. 온라인 상 자가 응답의 조사방법으로 인해 응답자의 조

보다 포괄적인 평가에 토대를 둔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

사 문항에 대한 해석 오류와 응답 정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흡연자에서 국가금연지원서

며, 전체 조사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사 문항 수의 제한

비스 이용 경험이 이후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도 있어 모든 잠재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상에 고려

결과를 환류 하고자 하였다.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

방법: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흡연자의 성, 연령, 지역

험이라는 요인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통해 얻은 금연의지 및

별 분포를 고려한 비례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트릴리온 인터넷

금연자신감 향상이나 일정기간 금연성공의 경험 등 긍정적인 효

패널에서 만 19세-65세 성인 현재흡연자 2,000명을 선정하였

과이외에도 금연시도에 대한 경험과 경험 회수 등과 같이 향후

다. 2018년 11월 16일에서 26일까지 인구사회학적 특성, 흡연

금연의도나 금연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행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경험과 효과, 금연의도 등을 온

있음에도 불구하고,(12-15,17)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다양한

라인 설문조사하고, 카이제곱검정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부 요소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여 개별 요소의 효과

통해 각 조사항목별 금연의도의 차이와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를 모두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심화 연구에서는 국

결과: 조사대상자 중 1개월 및 6개월 이내 금연의도는 각각 19%

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의 하부 요소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

와 71%였으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은 21.8%였다.

에 대한 조사와 이들 요소가 향후 금연의도나 금연시도에 미치

하루 10개비 미만의 흡연량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1개

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단

월 이내의 금연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금연지원서비

면연구결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른 향후 금연

스 이용경험이 효과적이었던 경우 1개월 이내 금연의도는 상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적으로 더 높았다(교차비: 2.78, 95% 신뢰구간: 2.07-3.73). 이

단면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회상에 의한 수집 정보의 오

상의 결과는 6개월 이내의 금연의도에서도 유사하였다. 금연지

류가 있을 수 있다.

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단위 금연지원서비스의 이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대

용 경험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국내외 연구가 미진하다는

비 금연의지 및 금연자신감 강화의 효과를 경험한 경우 6개월 이

점에서, 본 연구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표본 설

내 금연의도는 크게 증가하였다(교차비: 9.34, 95% 신뢰구간:

계하여 성인 현재 흡연자를 대표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국

2.71-32.16).

가단위 금연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

결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과 금연의지 및 금연자신감 강

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 제시를 통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화의 효과를 얻은 경우 향후 금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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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지원서비스를 경험하
게 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금연자신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
램 보완 또한 필요하겠다.
중심단어: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지; 자기효능감; 금

12.

13.

연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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