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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daily tobacco smoking decreased in several decades in
both genders, but with a steeper decline in women. Worldwide reports showed that women
tend to use cigarettes at lower rates than men. However, the reports also showed an increased
prevalence of tobacco use in young women, especially in Asian countries, which was because
of women-targeted advertising by the tobacco industry. Women are at a higher risk of
smoking-associated diseases such as lung cancer 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apart
from the health effect of second-hand smoking. Recent reports have shown that the incidence
and mortality of lung cancer in wome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for several decades. Ample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the nicotine reward pathways, physiology,
and psychological effect of smoking. Women are known to experience a stronger craving than
men.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a reason to smoke such as reinforcing effects of nicotine
for men and negative mood for women. These differences contribute to the overall lower
cessation rate for women.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additionally is less effective for
smoking cessation in women than men. However, varenicline has greater short-term efficacy
in women. This study shows the gender difference in smoking and cessation, which suggested
that health professionals, governments, and policy-makers should take action on creating a
smoking cessation policy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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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만 명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남
성 34%, 여성 6.6%로 남성에서 흡연율이 높아서 남녀별 흡연율

흡연은 심혈관질환, 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조기 사망의 중

이 유사한 북미나 북서유럽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

요한 가역적인 연관 요인이다. 2020년 전세계 성인 인구 중 흡연

으로 인한 사망은 매년 약 6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0%에 이

자는 22.3%로, 남성의 36.7%, 여성의 7.8%로 전세계 여성흡연

르며 전체 사망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

율은 남성에 비해 낮으며,(1)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매년 약 8백

성에서 34.7%, 여성에서 7.2%로 차이를 보인 반면(3) 흡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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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미국에서는 담배로 인한 사망률에 남녀의 차이가 크지

본

론

않았다.(4) 하지만 최근까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 자료가 대부분 남성에 대한 평가이고 여성 흡연의 위해에

1. 여성의 니코틴 중독 및 흡연의 특성

대한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전세계 담배사용을 감소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 국제사회

1) 생리적 특성

가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 보건기구에서 담배 규제

흡연에서 가장 중요한 생리적 기전은 니코틴 의존이며 니코틴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보상 기전 및 갈망에 성별 차이가 있다. 생리 주기는 흡연갈망과

FCTC)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담배 규제기본협

금연 시 재흡연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고 에스트로겐이 담배 사

약을 비준하여 담뱃세 인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전면적

용을 늘리고 프로게스테론이 담배 사용을 줄여서 여성호르몬의

인 공공장소 실내 금연정책 등 금연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도입

변화로 담배 사용의 취약성이 발생하였다.(9) 여성에서 남성에

하였다. 이 결과 지속적인 금연정책의 강화를 통해 19세 이상 성

비해 흡연량이 더 적지만 갈망(craving)을 더 많이 호소한다. 여

인 현재 흡연율이 1998년 35.1%에서 2020년 20.6%로 감소하

성에서 남성에 비해 흡연 전과 후에 흡연에 대한 갈망이 더 심하

였다.(5)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의 감소는 남성 흡연율의

게 나타나고, 여성에서만 갈망과 대뇌피질 중 뇌섬엽의 우전회

감소에 의해 나타났고, 여성흡연율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전 열구(Right anterior circular insular sulcus)의 두께가 양

20-30대 젊은 여성에서 오히려 증가하였다.(5) 아시아의 개발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10) 신경영상검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도상국 중 여성흡연율이 증가한 국가가 다수 있는데 이는 아시

여성보다 남성에서 흡연에 대한 니코틴 보상 기전이 더 활성화

아권의 여성과 청소년에 집중한 담배 회사의 마케팅 때문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11) 외부 자극으로 인한 흡연갈망

다.(4,6) 담배회사는 여성의 심리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마

(craving)에도 성별 차이가 있다. 남성 흡연자는 대부분 금단증

케팅 전략을 사용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담배 수요를 증가시키는

상 때문에 갈망을 느끼지만 여성흡연자는 흡연장면과 같은 흡연

촉진제 역할을 했다.(7) 그러나 남성흡연율과 비교해 우리나라

관련 단서(clue)보다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에 노출되었을 때

를 포함한 아시아 여성의 흡연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국가 금연

남성보다 더 갈망을 느낀다.(12)

운동기구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국가 금연정책에서도 여성
흡연에 대한 정책이 우선 순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2) 정신행동학적 특성

국가 금연 정책도 남성 위주의 전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여

우울증과 불안증은 흡연과 연관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정신질

성 흡연에 특화된 금연정책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

환으로 특히 여성에서 주요우울증과 흡연과의 연관성을 보였

여성에서 흡연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에 적합

다.(13)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할 때 정서적 영향으로 재흡연

한 금연정책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여성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재흡

여성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때도 금연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

연과의 연관성을, 남성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재흡연과 연관성

지만 남성에 비해 금연 성공율이 높지 않다.(8) 이처럼 여성 흡연

을 보였다.(14) 재흡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연관성을

은 남성흡연과 다른 생리적, 행동학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

본 연구에서 남성에서 코티솔의 수치가 낮을 때, 여성에서 코티

성에게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연 정책이 주로 남성

솔 수치가 높을 때 재흡연이 나타나 여성에서 재흡연이 디스트

위주의 전략을 사용하고 여성 흡연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레스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다.(15) 여성 흡연자들은 부정적

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에게 얼마나 이 전략이

감정 뿐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

효율적인지 평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녀의 특성을 감

인 영향을 받으며, 니코틴 대체제의 효과도 남성에 비해 떨어지

안하면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적절한 전략이 여성흡연자에게 필

기 때문에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워한다.

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기존 문헌을 리뷰하여 여성 흡연의 전반
적인 현황과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사회환경적 특성
흡연은 금연 운동 및 캠페인의 영향으로 초기의 “매력적”인 이
미지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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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낮아졌다. 사회적 수용도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한 국

롭다는 논리는 옳지 않고 지양해야 한다.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

내 연구 결과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여성

적 압박과 차별로 인해 여성 흡연자들이 자신의 흡연 사실을 숨

흡연자는 위축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흡연사실을

기게 되면,(19,20) 여성 흡연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여

숨긴다고 하였다.(16)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흡연자

성의 특성에 맞는 중재 개입이나 금연정책 방향 설정이 어렵다.

들은 자신의 흡연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

따라서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는 사회적 분위

현재 흡연자의 12.9%와 과거 흡연자의 5.8%가 금연 시도 이후

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수용도의 변화로 정확한 흡연율 측정과

의료진에게 흡연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는 보험료 및 보상과

함께 궁극적으로 여성흡연자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tailor-

관련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을 느끼기 때문이었다.(17)

ed) 금연정책의 개발되어야 한다.

흡연하는 여성에게 “나쁜 엄마”,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부정
적 스티그마가 형성되면서 여성흡연의 사회적 수용도가 남성흡

2. 여성 흡연율과 흡연 행태

연보다 더 낮아졌다.(18) 박 등의 연구 결과 성인여성의 흡연율
은 자가 보고 6.8%, 소변 코티닌 검사 13.6%로 측정 방법에 따라

1) 여성 흡연율

차이를 보였는데(19) 여성 흡연자들이 자신의 흡연을 숨기기 때

금연 운동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성인 흡연율은 남성

문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에서 두드러져

17.5%, 여성 13.5%로 성별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가 적지

흡연율 조사에서 자가보고 0.55%, 소변 코티닌 검사 3.3%로 큰

만,(22) 전세계 여성 흡연율은 대부분 남성 흡연율에 비해 낮다.

차이를 보였다.(20) 이와 같이 여성들이 자신의 흡연 사실을 숨

전세계 성인 흡연율은 감소 추세이며, 남성에서 1980년도

기는 것은 자녀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지 못

41.2%에서 2012년도 31.1%로 매년 평균 0.9%씩 감소하고 여

했다는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 때문이다.(18)

성에서 10.6%에서 6.2%로 매년 1.7% 감소하여(23) 여성 흡연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율의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르다. 이런 여성 흡연율의 변화는 주로

국가간 차이가 보였다. 여성 인권이 강화된 나라에서 성별에 따

선진국 여성 흡연율의 빠른 감소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일부 아

른 사회적 수용도의 차이가 비교적 적지만 가부장적인 문화가

시아 지역 여성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23)

강한 아시아권에서 남성 흡연에 대해 수용적인 반면 여성에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인흡연율의 성별 차이가 큰 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이중 잣대(double stand-

라로 최근 남성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흡연

ard)를 보였다.(18) 중국의 경우 흡연자의 38%, 비흡연자의 9%

율이 여전히 낮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남성에서 2001년

만이 여성 흡연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였고 특히 남성과 비흡

60.9%, 2010년 48.3%, 2020년 34%로 지난 20년 동안 흡연율

연자에서 여성흡연의 수용도가 더 낮았다. 그러나 2006년 조사

이 55.8%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2001년 5.2%, 2010년

결과에 비해 2009년 여성 흡연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져 사회

6.3%, 그리고 2020년 6.6%로 큰 변화가 없다(그림 1).(5) 연령

적 수용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21)

대별로 여성 흡연율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은 1998년 5.1%에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아져야 하지만 여성에게만 해

2020년 10.9%, 30대 여성은 1998년 4.5%에서 2020년 8.8%

Figure 1. Prevalence of smoking in
adult female and male (Source: from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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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연령대의 흡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0대 여성은

남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교

1998년 4.4%, 2020년 5.7%의 약간 증가한 반면 50대 여성의

육수준이 낮을수록, 육체노동 직업을 가진 경우 흡연율이 높아

경우 1998년 7.2%에서 2020년도 2.0%의 감소하였다(그림

서 남성과 같다. 조홍준 등의 연구에서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여

2).(5)

성흡연율 분석 결과 전문직 여성의 흡연율이 낮고 서비스 종사

특히 우리나라 2, 30대 여성 흡연율의 현저한 증가는 미래에

자 및 단순 노무 종사자들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데, 특히 주요백

여성흡연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화점의 판매직 여성인 경우 흡연율이 40.6%로 높았다.(33) 다른

자녀의 영.유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보건학적 이슈가

연구에서도 백화점 서비스직과 판매업 종사자의 흡연율이 특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4) 더구나 우리

높았고 낮은 학력이 흡연에 미치는 중요 요인이었다.(34) 국내

나라 여성 흡연율 조사 결과는 실제 흡연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연구에서 특정 직업군 여성에서 유독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이

있는데, 이는 여성흡연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

유는 직장 내 문화가 폐쇄적이고, 흡연을 용인하거나 오히려 권

성들이 자신의 흡연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향 때문이다.(19)

장하는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런 현상이 여성에서
두드러진 이유는 남성의 경우 직장 외에도 흡연이 용인되어 있

2) 여성 흡연 행태
흡연의 시작하는 이유와 흡연 패턴 등 흡연행태도 성별 차이
가 있다. 흡연을 시작하는 이유가 남자 청소년은 친구의 권유나

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성흡연에 미치는 사회적 압박과 환경 영
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흡연의 필요한 금연 전략이 마련
되어야 한다.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이지만 여자 청소년은 체중조절 또는 낮
은 자존감 때문인 경우가 많아 흡연을 시작하는 동기에 차이가

3. 여성 흡연관련 건강위해와 그 중요성

있다.(24,25) 여성 흡연자는 하루 평균 흡연량이 10개비 미만으

흡연은 질환의 이환과 조기사망의 위험도를 높이며 미국에서

로 남성과 비교해 적고,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

20만 명의 여성이 매년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 흡연이 여성의

며,(26,27) 특히 아시아 지역의 여성흡연자에서 간헐적 흡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흡연에 의한 위해와 가임기 합병증이

(light and/or intermittent smoking)이 많다.(28) 간헐적 흡

라는 것을 대부분 잘 알지만 직접 흡연의 위해에 대한 정보는 부

연은 대부분 니코틴 의존도가 낮고 흡연량이 적지만, 여성흡연

족하다. Surgen General Reports에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자의 간헐적 흡연은 흡연 환경이 허락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많

영향과 성별 차이에 대해 발표하였다.(4) 대표적인 흡연관련 질

은 양의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29) 간헐적 흡연이라도 니코틴 의

환인 폐암의 경우 1959년에서 2010년까지의 코호트연구 결과

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에서(액상형) 전자담배 사

남성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1980년도 이후 정체 상태인 반면, 여

용 경험은 남성과 유사하고 여성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성에서 폐암 발생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감소를 시작

이 남성흡연자보다 더 적어서 이중사용자 비율이 낮지만(30,

하였다. 여성 폐암의 증가와 함께 여성 흡연자에서 발생하는 폐

31) 여성에서 전자 담배 사용이 점차 늘고 있다.(32)

암 중 선암이 가장 많아서 전체 폐암 중 선암의 비율 증가에 기여
하고 있다.(4,35) 간암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흡연이 간암 발생
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여성에서 흡연이 간암 발생에 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장암은 남성에서 흡연과의 연관성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성에서 장기간 흡연과 대장암 발생의 연
관성이 있었다.(4) 유방암은 현재 흡연과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
는 암종이지만 여성에서 흡연 갑년이 높은 경우 유방암 발생 가
능성이 높다.(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잘 알
려져 있다. 여성흡연자인 경우 적은 흡연양에도 심한 만성폐쇄

Figure 2. Prevalence of age specific smoking in female (Source: from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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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폐질환의 발생빈도가 남성과 유사하고, 남성에 비해 조기 발
병자가 더 많으며, Forced expiratory volume (FEV) 1감소

함상근 외：여성에서의 흡연과 금연치료

속도가 더 빠르다.(36) 그러나 금연으로 폐기능의 감소 속도를

노조절 훈련,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

더 빠르게 줄일 수도 있다.(37) 여성흡연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성된 중증 고도 흡연자 대상 4박5일 집중상담 프로그램과 집중

위험도가 남성흡연자에 비해 훨씬 높지만 금연하면 치명률의 감

상담, 금연 전문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의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소가 빠르다.(4,38) 여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제공하는 1박 2일 일반지원형 금연캠프가 운영되고 있다.(42)

사망 위험이 4배 더 높지만 금연하면 심혈관질환의 예방 효과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집단치료에 더 편안함을 느끼며 여성으로

남성에 비해 더 크다.(39) 이처럼 여성에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

만 구성된 치료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을

는 영향도 남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흡연과 금연에 대

대상으로 한 정서적인 대처기술 교육을 포함한 집단치료를 고려

한 기초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 볼 수 있다.(43)
집단치료에 참여하기 어려운 임산부, 직장여성과 아이를 돌

4. 여성 금연 치료

보느라 시간조절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상황에 맞는 대처기
술을 교육하여 금연중재를 시행하는 개별 개인 금연상담과, 시

1) 여성의 금연 중재방법

간과 공간이 제한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화상담 중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중재방법은 덜 집중적이고 동기 부

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은 금연을 시도하고 싶어도 주변의 도

여적인 중재, 집중적인 대처 기술 기반 중재, 약물치료, 행동 요

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29) 국내에서는 금연상담

법과 결합된 약물치료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40)

전화를 통해 여성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금

우선, 덜 집중적이고 동기 부여적인 중재 방법은 짧은 기회중

연의 장애로 작용하기도 하는 우울, 스트레스, 비만 등 정서적 감

재(brief opportunistic intervention), 동기부여 면담과 동기

정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증진 면담, 자가 교육자료 및 인터넷을 활용한 중재방법, 피드백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42) 또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과 맞춤형 단문메시지 활용방법 등이다. 짧은 기회 중재란 미국

상황과 임신 주수에 따른 생리적 변화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보건의료연구소(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금연 유지 독려 등에 중점을 둔 맞춤 프로토콜이 별도 운영되고

and Quality) 임상진료지침에 소개된 간단한 중재 프로토콜로

있는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42)

주로 5A와 5R 요소를 활용하여 임상 의료진이 여성 흡연자를 만

마지막으로 약물치료를 통한 중재와 행동 중재와 결합하여 약

날 때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소요시간이 짧고 특별한 수련이 필요

물치료를 제공하는 중재방법을 들 수 있다. 니코틴 대체제 보충

하지 않는 등, 임상진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요법을 사용하거나 bupropion, varenicline 등 약물의 단독사

면, 구체적인 상담이 의료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고 있는 한계점

용 또는 병합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약물치료를 제공하면서

으로 임상의에게 실제로 활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행동중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동기부여 면담 및 동기증진 면담은 Miller와 Rollinick (41)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금연중재 효과를 살펴본 국내연구를 찾아

에 의해 주장된 동기부여 면담술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가 증명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매뉴얼 및 금연

된 중재방법으로, 대부분 4회 이상의 치료가 소요되는 더욱 집중

상담전문가 교육과정(교재)에도 ‘여성 상담’ 부분이 따로 존재하

적인 중재방법이다. 그 외에도 자가 교육자료 및 인터넷을 활용

며, 여성흡연의 실태 및 특성, 여성흡연자 금연중재방법, 임산부

한 중재방법과 개별적인 피드백과 맞춤형 단문메시지나 SNS를

금연 등의 다양한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흡연특성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집중적인 기술 기반 중재방법으로 집단치
료, 개별상담, Quit line 및 전화상담을 들 수 있다. 집단치료는

2) 여성에서 금연치료의 효과

자격을 갖춘 훈련된 금연상담사가 진행하는 4-8주간의 집단 프

현재까지 연구들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금연 치료 성공률이 더

로그램으로, 금단증상 및 갈망 다루기, 금연일 설정, 사회적 지지

낮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29,44,45) 국내 보건소

체계 활용, 스트레스 관리 및 자존감 향상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6개월 금연성공률을 살펴보아도 남성이

대처기술교육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담배

35.1%, 여성 31.3%로 남성에 비해 여성금연 성공률이 낮

의 해로움, 금연동기 강화, 금연약물의 이해, 스트레스 관리, 분

다.(46)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금연에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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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우울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우울감, 분노, 걱정 등 부정적

29% 대 남성 23%) (57)남성의 경우 니코틴 보충이 성공적인 금

인 감정이 흡연 재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47) 여성은 성

연의 중요한 요소인 반면, 여성은 흡연 단서(smoking cue) 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니코틴 효과에 대한 반응의 변화 등 흡연

공을 제한하는 것이 금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58)

의 즐거움을 민감하게 느끼며, 남성보다 금연 후 체중 증가에 더
욱 두려움을 느끼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 등의 이유를 들

결

론

고 있다.(29) 그러므로 체중관련 중재와 흡연의 비약물적인 측
면들, 정서/스트레스 관리 전략 훈련, 생리적 변화를 고려한 금
연일 정하기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간접흡연의 영향
이외에 여성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금연할 때 기분/정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가

남성에 비해 더 높거나 폐암사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등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운동과 약물치료가 제시되기도 한

직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여성에서 금

다.(48) 그렇지만 운동은 효과적인 중재방법은 아니며,(49) 여

연과 흡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흡연 및 금

성흡연자의 경우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에서 금연율이

연의 생리적 및 심리적 특성의 성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성에

더 높지만 대부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44) 바레니클린

적합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제까지 대부분 금연

약물 중재군에서 중강도 운동을 하면 1년 후 금연성공률의 차이

정책은 남성 위주로 발전되어 와서 여성에게 적합한 금연정책이

는 없지만 초기 흡연량을 줄여주고 금연으로 인한 체중증가를

부족한 실정이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50) 그 외 인지 행동치료, 동기강화 상

여성흡연자에서 평균 흡연량이 적고, 불규칙한 흡연 패턴을

담, 집단 상담 및 자조 모임 등의 중재는 문헌이 적거나 추적 조사

보이며, 니코틴 의존도가 높지 않지만 갈망(craving)은 높고 정

기간이 짧아 효과를 알기 어려웠다.(44,45)

서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금연성공율이 높지 않은 특성을 보인

약물치료의 경우, 니코틴 대체제와 부프로피온을 사용한 여

다. 금연을 시도할 때 남성 흡연자들은 니코틴 의존도의 영향으

성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었으나, 약물 사용 여부에

로 재흡연을 하는 반면 여성 흡연자들은 부정적 정서 때문에 재

관계없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낮았다.(51,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에게 니코틴 대체제의 효과

52) 니코틴 패치를 활용한 금연 진료를 받은 대만 환자들을 분석

가 높지 않고 바레니클린 등 금연 약물 치료의 효과에 성별의 차

한 결과, 3개월과 6개월 지속 금연율 및 시점 금연율 모두 여성

이가 있어서 여성흡연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금연 중재법을 이용

흡연자에게서 유의하게 낮았고(53) 영국의 금연 클리닉 이용자

해야 한다.

중 여성의 12주 금연 성공률은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우리나라는 여성흡연에 대한 부정적 스티그마와 낮은 사회적

(여성 25.5% vs 남성 29.6%), 바레니클린을 쓰는 경우에는 여성

수용도 때문에 여성흡연자가 자신의 흡연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에서 금연성공률이 더 높고,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성흡연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 더구나 흡연이 허용된 환경

는 남성의 금연 성공률이 더 높아서 유의한 성-약물 치료 간에 교

의 특정 직업군 여성에서 현저히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등 독특

호작용이 관찰되었다.(54) 17개의 임상시험에 대한 메타분석

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방해요인을

결과에서도, 다른 약물들과 달리 바레니클린은 여성에서 유의하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금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게 높은 단기 및 중단기 금연성공율을 보여주었다.(55) 여성의

여성의 금연 중재에서 금연 성공율이 높은 중재방법을 우선

경우 경피 니코틴 보충요법과 부프로피온에 비해 바레니클린의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재흡연을 유발하고 금연 성공율을

효능이 더 높았던 반면, 남성에서 바레니클린의 6개월 금연성공

낮추는 정서 문제를 동시에 개입하는 심리사회적 중재전략의 도

률이 니코틴 보충요법과 동등한 결과를 보여 우선적인 선택약물

입도 필요하다. 흡연이 여성과 가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

을 선택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52)

이기 위해서 여성 흡연율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

또한, 여성흡연자들이 남성보다 금연 약물 치료를 더 많이 받
으려 하며, 의료진으로부터 금연권고와 약물 치료 권고를 더 많
이 받았다고 한다.(56) 금연 권고와 함께 약물치료를 동일한 정
도로 제공받고 있은 경우 여성에서 흡연율이 더 높았다.(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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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적합한 금연 치료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함상근 외：여성에서의 흡연과 금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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