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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harm of smoking was explained only in the dental area, because there have
already been a lot of research works over the danger of smoking in the whole medical area.
Particularly, the change of oral organization, the oral disease, the bad influence over oral
disease treatment, and the social expense resulted from smoking are suggested.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make known the appropriateness of that a dentist could also be an
expert of smoking cessation treatments. The oral organization is affected by smoking directly.
Furthermore, dentists have lots of opportunities to contact with oral disease patients, so dentists
could apprehend the harm of smoking very well. In the result of one survey, many people said
a dentist was the most appropriate expert who persuades a smoker to stop smoking. Thus,
dentists could be n expert of smoking cessation treatments like doctors and nurses. Because of
the demands above, the pre-step of insurance service is started in March 2015. However, most
dentists lack of experience as an expert of smoking cessation treatments relative to doctors and
nurses. Therefore, it is needed to design the manual and standard of smoking cessation
treatments through the Association of Korean Dentists. Eventually, we would describe a
summary of past research related to smoking and dental problems logically and propose a basis
that can act as a smoking consultant to d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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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은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과 영향을 미친다. 흡연자가
치주질환, 임플란트, 발치, 구취, 미백 등의 진료를 받을 경

흡연의 1차적 수단은 구강이다.(1) 흡연으로 발생하는 일

우 흡연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3) 금연과 금주를 1차

산화탄소, 니코틴, 타르 등은 구강을 거쳐 호흡기와 혈류를

적으로 권유 받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 기간 동안 자

통하여 전신으로 확산된다. 이 중 타르는 구강에서 치아변색

신의 오랜 습관일지라도 결과를 위해 치과의사의 권고를 받

과 착색을 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거칠어진 치아 표면은 음

아들인다.

식물 잔사를 누적시켜 치태 형성을 촉진시킨다. 치태는 일정

흡연자들이 시도할 수 있는 금연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전

시간동안 타액의 무기질에 의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문가의 금연상담, 자가 금연 그리고 이들 방법을 복합적으로

인자인 치석으로 석회화된다.(2) 또한 구강병에 있어서 흡

병행하는 것 등이 있다. 김대현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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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연권고는 상담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10%까

솔질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지속적인 불쾌감으로 작용하

지 향상 시킬 수 있고, 약물과 행동요법을 포함한 금연치료

여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11)

는 성공률을 30-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4) 이

흡연은 연조직에 과각화나 백반증 같은 전암 단계 혹은 구

렇듯 흡연은 질병이라는 규정과 더불어 질병치료에 전문가

강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입안의 혀, 혀 밑바닥, 볼 점막,

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만큼, 흡연자에 대한 전문가의 진료와

잇몸, 입천장, 후구치 삼각, 입술 등에 발생하는 것을 구강암

상담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치과의료에서의 흡연관련성을

으로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강암의 위험요인으로

질병발생과 치료과정, 결과 또한 질병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는 흡연, 음주,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자외선, 식습관과 영양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핍, 유전적 감수성 등이 있다.(12,13) 구강암은 발생 빈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흡연으로 인한 구강질환

순으로 설암, 구순암, 구강저암, 협점막암, 치은암 등으로 열

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한국의

거할 수 있다. 구강암 중 50% 정도로 가장 많은 발생을 차지

의료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중심의 금연 진

하는 설암은 대부분 만성 흡연자에게서 나타난다. “Opium

료에서 치과의사들의 금연상담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smoker’s tongue”이라는 혀에 나타난 각화성 병소를 방치할

을 추가함으로서 향후 치과의료영역에서도 금연진료 방법

경우 설암으로 진행되는데, 치료 후 예후가 아주 불량하며,

과 보험화 정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악성도가 높고 타 조직으로 전이도 용이하므로, 장기간의 흡
연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14) 구순암의 경우, 주로 파이

본

론

프 담배를 이용하는 노년층에서 발생한다. 그 형태는 주로
입술에서 방추세포암이나 선상편평상피암의 형태로 나타

1. 흡연에 따른 구강 내 연조직 변화
담배연기를 흡입할 때 구강 내에 순간적으로 전달되는
o

나나 외과적인 절제로 치료가 용이하지만 재흡연 시 즉시 재
발을 일으킨다.(15) 구강저암의 경우도 파이프 담배나 시거

750 C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고열로 인해, 입천장에서는

담배를 장기간 사용 시 주로 발생된다. 이는 악하림프절로

Stomatitis nicotina (Pipe smoker’s palate) 병소가 유발될

전이가 용이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16) 협점막암은 씹

수 있다.(5,6) 뿐만 아니라 고열과 함께 담배 연기 내의 타르,

는 담배나 betel nut를 장기간 사용하는 노년층에서 발생률

일산화탄소, 니코틴, 암모니아, 부탄, 비소, 카드뮴, 청산가

이 높다.(17) 미국 암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자의 경우

리 등의 독성물질은 구강의 방어 세포를 괴사 혹은 중독시켜

비흡연자에 비하여 구강암에 걸릴 위험성이 2배 이상 증가

면역작용을 떨어뜨리며, 구강 내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류

된다.(18) 구강암 환자의 약 72%가 흡연자였으며 이 중 약

량 감소와 산소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여 구강질환의 발생률

60%가 하루에 한 갑 이상 흡연을 했다는 보고도 있다.(19)

을 높이고 창상 치유를 방해한다.(7) 이때 흡연은 약물의 대

위와 같이 흡연과 구강암 발생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사에 관여하는 간의 cytochrome P450에 영향을 줌으로 치

다.(19,20) 이 외에도 흡연에 의해 반복적으로 오므리는 입

과 처방 약물에 대한 약효를 떨어뜨려 치유 기간을 더욱 길

술은 구각주름을 만들고 쉽게 피부노화에 이르게 한다.(21)

게 한다.(8) 또한 장기적인 흡연은 원주상피를 중층편평상
피세포로 화생시켜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 이로

2. 흡연과 치주질환

써 감기 노출이 용이하거나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지 않아

구강 내 대다수의 상주균과 치아우식균, 치주질환균(대표

만성 기관지염으로 발전되기 쉽다.(9) 더구나 혀에 분포하

적인 예, P. gingivalis) 등은 음식물과 함께 식도로 넘어가지

는 4가지 종류의 유두 가운데 미각세포를 함유하는 3종의 유

만, 타르의 높은 접착성은 음식물이라는 세균의 영양분을 구

두가 지속적인 흡연 열에 의해 변성 혹은 각화되거나 죽게

강에 저류시키며, 동시에 세균 자신이 구강 내에 오랫동안

되면 미각 상실이 초래되고,(10) 비교적 드문 현상이지만 오

붙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음식물 중 당류

랜 흡연이나 약물 등으로 사상유두가 과성장을 하면서 흑모

는 치아우식균(S. mutans)이 섭취하여 산을 배출하는데, 이

설이 초래되어 흡연자 특유의 구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

러한 산이 치아우식증을 야기한다. 또한 타르에 의해 치아나

히 이러한 구취는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잇

치주조직에 붙게 된 세균들은 치태(Plaque)형성을 돕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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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치태는 수 일 동안 세균 집락의 특징을 변화시키는데,

간유두에 호발하며, 금속 맛을 느끼고 두통이나 불쾌감을 느

초기에는 통기성 세균인 치아우식균이 집락하다가 4-5일

끼는데, 스트레스나 흡연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난다.(1)

이후부터 혐기성 치주질환균으로 변화된다. 더구나 치태는
타액의 무기질에 의해 일정시간 후 치석(Dental calculus)으

3. 흡연에 따른 구강 내 경조직 변화

로 석회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르는 치석을 더욱 치아에

흡연은 치아의 표면에 타르를 누적시켜 흡연띠라 불리는

단단히 고정시키는 시멘트 작용을 한다.(1) 흡연은 협점막

착색이 유발되며, 이는 흡연의 상태나 양에 따라 치아면 전

세포에 영향을 주어 이하선의 기능을 감소시켜 구강건조증

체로 착색된다. 부모의 흡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으로도 유

도 유발시킨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타액의 연하작용과 윤활

치의 법랑질 형성 부전이나 변색이 나타날 수 있다.(26) 흡연

작용이 떨어져 표면이 거친 치석이 생기고, 음식물의 잔류시

시 생기는 반복적ㆍ규칙적 음압은 치아 교정력 보다 훨씬 큰

간 연장을 초래함으로, 결국 다발성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힘으로서 치조골 후퇴 및 골밀도 저하를 초래한다.(24) 뿐만

이 야기된다.(22) 2007년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 흡연자의 경우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치주질환은 ‘비흡연자’ 군 보다도 ‘과거흡연자, 현재 흡연자’

음압으로 인하여 구개 형태를 변화시켜 예정된 골격 성장이

군에서 6.7%, 15.5%가량 높았다(표 1). 또한 미국 질병관리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인 음압에 의한 구개골 형성과 이로

본부(CDC)의 조사에서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주염

인한 치열의 부정 교합이 야기된다. 장기간 흡연 시 담배 연

발생 위험이 4배-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3)

기가 상악동에 미칠 수 있는 유해 작용은 비강을 통해 상악

흡연으로 변성되고 탄력이 감소된 구강조직이나 치주조

동 기저부 세포와 인후두부 호흡기 상피세포의 기능을 무력

직 내부로 치석이 파고들어 누적됨으로서 점차 깊은 치주낭

화시켜 상악동염과 상기도 감염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만성

을 만들고 틈 사이를 더욱 넓혀 치아를 지지하는 뼈와 조직

기관지염으로 이행되기도 한다.(27)

의 상실로 이어지며, 결국 치아 동요나 탈락의 원인이 되기

위와 같은 기전으로 여러 가지 연구물과 서적을 정리하고

도 한다. 흡연으로 인한 갑작스런 치아 탈락은 출혈을 동반

임상적인 결과를 종합하여 흡연이 구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

하지 않고, 치아뿌리에 치주조직이 모두 소실되며, 표면이

략히 요약하면 구강 건조증, 치태 및 치석 형성, 치아 착색과

아주 매끄러운 형태로 빠지는 것이 특징이다.(24) 앞서 언급

변색 및 구강점막 멜라닌세포 축적, 호흡기 세포의 화생으로

했듯이, 담배연기를 흡입할 때 발생되는 열과 각종 화학물은

인한 면역 기능 감소, 창상 치유 장애, 잦은 치은-치주 질환,

구강의 연조직 막과 표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사멸시키고,

치조골 소실과 치은 퇴축에 따른 자연적인 치아 발거, 임플

사멸된 세포는 치태처럼 축적되어 만성 치은염을 유발할 수

란트 골유착 실패, 피부의 탄력소실로 얼굴 주름, 미각 상실,

있다. 특히 방어 세포 중독과 상실로 인해 경미한 잇몸질환

구취, 구각 부위 주름, 구개 형태 변화와 부정교합, 상악동염,

도 중대한 잇몸질환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25) 대표적

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구강점막 각화증과 백반증, 구내염,

인 예가 Acute 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 (Vincent’s

구강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28)

infection)이다. ANUG는 유리치은 변연부와 치은융기, 치

Table 1. Smoking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in adults (Above 19 years).
State
Non smoking*
Past smoking†
‡
Current smoking

Total

Men

Women

Persons

%

Persons

%

Persons

%

1,610
569
551

68.9
75.6
84.4

200
446
484

71.2
76.4
85.1

1,410
123
67

68.4
72.2
78.3

†
‡
*Non smoking: Lifelong non smoker. Past smoking: past- smoker but current- non smoker. Current smoking: Current smoker.
Values are presented a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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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이 구강질환 치료결과에 미치는 악영향

rate 등이며, 주로 사용하는 미백제인 Carbamide peroxide

흡연이 구강진료결과와 관계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는 구강 내에서 Hydrongen peroxide와 urea로 분해되고,

구강 내 창상 치유의 지연, 치아 임플란트 치료의 실패, 구취

Hydrongen peroxide는 산소를 방출하게 된다.(35) 이 산소

유발, 치아미백치료 방해 등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

는 공기 중의 산소와는 달리 아주 반응성이 높아 치아 내로

즉, 흡연이 순환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정상 세포 기능에 손

침투해서 색이 진한 탄소 고리 화합물을 색이 밝은 사슬구조

상을 주어 창상치유를 방해하여 항체 반응을 변화시키며, 또

로 바뀌는 원리로 치아 미백이 진행된다. 미백 후 치질은 삼

한 대식 세포 수의 감소, T 임파구 변화, T-helper 임파구의

투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온의 치질 내 이동이 쉬

수적인 감소로 면역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악영향

우므로 흡연 시 평소보다 착색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 외에

이 나타나는 것이다.(29)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는 헤모

도 담배 연기 속의 암 유발 인자들이 미백제와 만나게 되면

글로빈과의 결합 친화성이 산소보다 200배나 더 커서 일산

발암 효과가 증가된다는 연구도 있다.(36)

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카복시-헤모글로빈이 되
어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키고 말초 부위에

5. 흡연이 원인인 전신질환

도달하는 산소량 감소로 손상 받은 조직의 재생을 지연시킨

흡연으로 인한 전신질환 관계성은 WHO에서 제시한

다. 따라서 흡연 상태에서 발치나 치주치료, 임플란트 수술

2005년도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표 2). 우리나라에

을 받게 되면 치유 속도 및 과정에 악영향을 줌으로 금연은

서도 보건복지부와 중앙 암 등록 본부에 의하여 비슷한 의미

치과 치료 과정과 그 이후에도 반드시 주의ㆍ권고되어야 하

의 조사 결과가 2012년도에 발표된 바 있다(표 3). 표 3은 우

는 사항이다.(30,31) 특히 치아 임플란트 수술 후 흡연을 하

리나라 주요 암 발병의 위험 요인 기여도(위험요인기여도:

게 되면 주기적이고 강한 음압과 담배 연기 내의 화학 성분

전체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특정 질병 가운데 특정 요인이 작

에 의해 임플란트 식립체(fixture) 부착 세포들의 괴사를 유

용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분율)를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

발하므로 흡연은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해 흡연과 암 발생의 상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32)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흡연의 악영향으로는 ① 이식

주요 암 중 구강암과 인두암에서의 흡연 위험 요인 기여도는

된 임플란트 주위의 혈류량이 흡연에 의한 혈관수축으로 감

37.2%, 42.0%으로 후두암과 폐암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인

소되고 혈류장애가 생긴다. 또한 카복시-헤모글로빈에 의

두는 위쪽이 막히고 앞이 비강과 구강으로 뚫린 파이프 모양

해 임플란트 주변의 산소공급이 저해되어 골 유착이 방해를

으로 상부기도 소화관의 뒤쪽에 위치한다. 해부학적으로 인

받게 된다. ② 흡연으로 인한 관류 혈류량의 감소는 수술로

두 내벽은 흡연 시 발암물질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부

손상된 후 빠른 재생을 필요로 하는 수술부위로 들어가야 될

위이며, 인두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은 편평상피세포암

영양소나 아스코르빈산의 농도를 저하시켜 골 유착을 방해

으로 담배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암 물질이 인두 점막에 만성

한다. ③ 흡연은 정상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형성되어야 하

적으로 접촉하면서 점막 세포의 변이를 초래하고 세포의 무

는 새로운 뼈의 형성을 지연시켜서 초기 고정력을 떨어뜨린

절제한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된다.(37,38) 흡연자는 비흡연

다. ④ 흡연은 임플란트 성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골밀

자에 비해 비인두암은 약 2배, 구강과 후두 인두암은 4-5배

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불량한 골질을 초래시킨다. ⑤ 흡연으

발병률이 높으며, 구강과 인두를 포함하여 두경부암 환자의

로 인해 교원질 합성이 감소되고 염기성 인산분해 효소 활성

약 85%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39)

도 저하로 골질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전에 의해
흡연은 임플란트의 실패확률을 현저히 높이므로 수술 전에
금연은 반드시 권고되어야 한다.(33,34)

6.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미국의 사례를 보면, 흡연자의 평생 추가 의료비는 5,000

치아의 법랑질은 무기질, 유기질,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

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1달러=1,000원)로 파악되며,(40)

으며, 이 중 유기질로 인해 투과 성질을 갖고 있어 외부의 물

흡연자의 의료비가 연간 50억 달러(한화 약 5조 원)에 달한

질이 치아 내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백에 사용되는

다.(41)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흡연으로 인해 소실된 사

성분은 과산화수소, Carbamide peroxide, Sodium perbo-

회적 비용은 최소 4조 8,860억 원에서 최대 5조 9,381억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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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rix of risk factors and chronic diseases in WHO global info-base.
Risk factor

Condition disease
Cardiovascular

Diabetes

○
○
○
○
○
○
○
○

○
○
○
○
○
○
○

Tobacco use
Alcohol use
Nutrition
Obesity
Blood glucose
Physical inactivity
Raised blood pressure
Dietary fat/blood lipids

Cancer

Oral/dental

Chr. obstructive pulmonary

○
○
○
○
○
○

○
○
○

○

○

○

Values are presented as Poul E et al. Oral health information systems: towards measuring progress in or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2005).

Table 3. The main risk factors of cancer in Korea (2012) (%).
Category

Smoking

Drinking

Infection

Over weight

Lack of physical activity

Childbirth/Hormone

Total

Oral
Pharynx
stomach
Intestines
Liver
Pancreas
Occiput
Lung
Breast
Uterus
Ovary
Kidneys
Cancer

37.2
42.0
19.4
0.9
19.0
15.5
70.3
46.5
0.5
4.0
5.2
11.9

20.9
37.8
6.9
3.4
24.4
0.2
1.8

3.0
39.4
76.2
61.8
95
20.1

6.7
3.3
8.2
16.8
1.8

0.8
8.8
0.7

18.0
32.4
1.6

51.8
78.2
80.8
14.6
70.1
18.4
77.5
46.5
31.5
100
35.1
21.2
33.8

Values are presented a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ral Cancer Registry Division. National Cancer Registry statistics presentation (2007).

로 추정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용이

비 외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표 5), ‘금

1999년 3조 2천억 원(약 32억 달러)에서 2003년 4조 1천억

연을 위한 연간 소요비용’이 높을수록 ‘흡연을 위한 외출로

원(약 41억 달러)로 27%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42,43)

인한 생산성 저하 지수’와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월간 주

또한 흡연으로 인한 구강질환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

관적 상실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연 시도 시 받는 스트

하여 전국 11개 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

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흡연을 위한 외출로 인한 생산성 저

3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 흡연으로 인해 구강질환이 발생한

하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흡연 외출로 인한 생산성 저

환자들의 치료 초기부터 종료까지 진료비를 추적한 연구도

하 지수’가 높을수록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월간 주관적

있다.(44) 그 결과, 흡연 관련 구강질환으로 인한 의료보험

상실비용’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비용의 상승폭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에 큰 몫을 차지함을 알

를 보인 조사결과도 있었다.(44)

수 있다(표 4). 흡연으로 인한 구강암 진료에 따른 직접적인
소요비용이 연간 12억 달러였으며, 이는 인구 8천만 명의 통
일 독일의 경우와 유사했다.(45) 흡연으로 인해 발생된 진료

7. 금연 치료 전문가로서의 치과의사 역할
흡연의 질환 유발 병리기전과 역학 관계가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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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sts due to oral diseases caused by smoking in Korean (won).
Oral Disease

%

Periodontitis
Stains/Halitosis
Dental caries
Oral Cancer

Health care cost every year

40.7
36.9
18.6
3.8

Per capita distribution of disease

20,085,069
13,899,847
12,049,591
16,651,150

820,320
743,730
374,888
76,590

Estimated cost*
16,476,183,802,080
10,337,733,209,310
4,517,247,070,808
1,275,311,578,500

*Total Person x Dental Utilization x Diseases Ratio x Annual Medical fee.
Values are presented as Park YD, Kang JO et al. Estimation of the costs of smoking- related oral disease: a representative South Korean study.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2012).

Table 5. Correla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sts due to smoking (Except medical fee).
Annual costs for
smoking

Stress level in accordance
with smoking

1
.160
.218*

1
.296†

1

.112

.431†

Annual costs for smoking
Stress level in accordance with smoking
Reduced productivity index due to go
out for a smoking
Monthly loss cost caused by smoking

.459

†

Reduced productivity index
due to go out for a smoking

Monthly loss cost caused
by smoking

1

*P<0.01, †P<0.001.
Values are presented as Park YD, Kang JO et al. Estimation of the costs of smoking- related oral disease: a representative South Korean study (2012).

Table 6. Smoking patterns of health care provider (%).
Dentist†

Medical Doctor*

Adult‡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29.9

34.9

2.3

24.6

29.8

1.1

27.7

47.7

7.4

*SEO HG. 6th Asia Pacific Conference Presentations on Tobacco Control (2000). †Park YD, Lauren L et al. Smoking prevalence and attitude toward anti-smoking
activities among Korean dentists (20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08).

기호품이라는 개념에서 바뀌어 ‘재발하기 쉬우나 반복 치료

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7.4%였다. 흡연 의료인에게 진료

를 통해 완치될 수 있는 니코틴 의존적 만성 질환’으로 정의

받은 느낌에 대해서는 44.3%에서 '불쾌하다', '신뢰가 없어

되고 있다.(46) 질병으로서의 흡연에 대한 인식은 의사의 적

진다'라고 응답하였다.(48) 이를 통해 의료인의 흡연율과 의

절한 치료를 통해 질환을 퇴치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규정을

료행위는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

뜻한다. 오래 전부터 보건 의료인의 흡연자에 대한 관심과

어 금연 치료 전문가로서 의료인의 흡연율과 우리나라 성인

상담은 지속되어온 바, 한국에서도 흡연자에 대한 보건 의료

의 흡연율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 6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의 적절한 진료 단계가 표준화되어야 할 시점이며, 적극적

2008년에 조사된 흡연율 자료이며, 의사 흡연율 또한 동일

인 흡연환자의 금연치료에 접근할 때이다.(47) 지난 2008년

한 시점의 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나, 조사 시점에 대한 한계

헬스로그에서 ‘의료인의 흡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라는

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선행연구 중 2007년도 대한가정

주제로 일반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자들

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49)

중 32.1%에서 ‘흡연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받은 경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수

고 응답하였으며, ‘의료인의 흡연 여부를 냄새로 구분 가능

도권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 1,14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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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따르면, 금연에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1,55)

의료인이 37.6%로 나타나 가족(28.5%), 금연자(21.1%)보
다 의료인의 금연 권유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

요

약

되었다.(50) 서홍관 등의 ‘우리나라 의사 흡연율 및 흡연행
태’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인은 지식이 없는

의과 영역에서의 흡연 위해성에 관한 연구는 이미 활발히

대중에게 흡연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질문에 비흡연자의

진행되고 있기에, 이 논문에서는 치과 영역에서 흡연에 의한

90.3%, 과거흡연자의 90.7%, 흡연자의 80.1%가 ‘강력히 동

위해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흡연에 의한 위해성으로는 구강

의하거나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49) 이로써 의료인의 금

연ㆍ경조직 변화, 흡연을 원인 요소를 하는 구강질환, 구강

연 권고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질환 치료결과에 미치는 악영향,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Chestnutt 등의 연구에서 북미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금연 치료 전문가로 활동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7%가 환자의 금연에 치과의사들

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와 더불어 치과의사 또한 금연 치료

도 적극적인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1)

전문가로서의 적절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ohnson 등 역시 치과의사도 흡연환자에 대한 1차적인 금

구강은 흡연이 시작되는 일차적인 수단이기에, 타 장기에

연 상담이나 치료 역할자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비해 흡연 시 발생되는 열과 연기로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52,53)

악영향을 받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치과질환자에 있어 흡연
은 진료의 직접적인 방해 요소가 된다. 반면 치과 영역은 진

결

론

료의 특성상 타과에 비해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길
다. 이는 치과의사와 환자 간의 충분한 상담이 가능한 환경

일반인에게 금연을 진단ㆍ권고하고 흡연을 치료하는 데

적인 요인을 제공한다.

에 있어 치과의사 또한 의사ㆍ간호사와 더불어 적합한 전문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 치료 전문가에 대한 설문

직업군으로 사료된다. 특히, 박의 대한예방치과학회학술대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 조사에서도 역시 ‘금연에 가장

회 발표자료에 의하면 “치과의사의 간단한 금연 권유가 흡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을 지명하였으며,

연자의 금연율을 5-10%로 높일 수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 요구도도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

노력하면 20-36%까지의 금연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

므로 치과의사 역시 의사ㆍ간호사와 더불어 효율적인 금연

다.(54) 이를 바탕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흡연자에게 적극적

상담 및 치료자로 적합하다.

으로 금연을 권유한다면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과 요구로 인하여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의
개별소비세로 금연상담료가 지불되는 건강보험화 전단계

치과 진료는 보통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치과의

가 의료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직의 치과의사들은 금연

사와 위생사의 긴밀한 협력으로 직무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치료 전문가로서의 피교육, 자료 및 경험이 의사ㆍ간호사에

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치과 의료진은 진료 시 대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한

화나 상담을 통해 쉽게 환자의 병력이나 기호 등에 쉽게 접

금연 치료의 매뉴얼 개발과 교육 및 상담의 표준화를 단기간

근할 수 있으므로, 의사ㆍ간호사와 더불어 치과의사 역시 흡

에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연 진단 및 치료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47,52)
이미 환자의 대다수가 흡연이 치과 진료에 미치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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