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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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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Kyoungman Jung, Byoungduck Han*, Sung Jung Cho, Ga Eun Nam, Dohyun Eum, Junghoon Kim, Taeryun Kim, Sangwoo Le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ahmyook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Since 2015,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smoking cessation treatment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order to reduce
smoking r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rate and identify factors related to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Methods: Fifty-four participants who visited the SahmYook Medical Center Smoking Cessation Clinic between March 2016 and January 2017
completed a questionnaire detailing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nd body mass index; smoking-related questions, such as smoking
amount, smoking duration, and nicotine dependency; an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tress. IBM SPSS Statistics ver. 22.0 software
was used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including the chi-square test and the Mann-Whitney U-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defined as P<0.05.
Results: A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univariat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having depressive symptoms
tended to achieve a lower smoking cessation rate than those without the symptoms. Other variables did not produce 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 The participants of the smoking cessation treatment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increasing.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moking cessation treatment,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ve mood as well as medication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Smoking Cessation; Beck Depression Inventory; Depressive Symptoms; Varenicline

서론

이렇게 높은 흡연율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절반 이상은 매년
금연을 시도하고 있고 1개월 내에 금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흡연은 심혈관질환, 악성종양, 각종 호흡기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25.5%에 달한다.5) 흡연자들은 금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매년 600만명이 목숨을

있다. 니코틴 대체요법(껌, 패치, 사탕), 약물요법(bupropion, vareni-

잃는다고 한다. 이러한 흡연의 위험성이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cline), 자가 금연법, 최면요법, 금연침, 전자담배, 전문가의 권유와 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2014년을

담, 금연 클리닉, 금연 전화상담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 전

기준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

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한 경우 장기간 금

tion and Development,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15

연을 유지하지 못하며6) 62%에서 2주 이내 다시 흡연을 시도한다고

세 이상 남성의 국내 흡연율은 43.3%로 일본 32.2%, 미국 14.0%에 비

하며7)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은 흡연자는 30% 이상에서 금연

하여 높은 평균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4)

성공률을 보이며6) 의사의 간단한 금연 조언만으로도 흡연자들의 금

Received July 6, 2017 Revised September 6, 2017
Accepted September 11, 2017
Corresponding author Byoungduck Han
Tel: +82-2-2210-3245, Fax: +82-2-2212-2673
E-mail: arybury1@naver.com
ORCID: http://orcid.org/0000-0003-2830-1174

Copyright © 2018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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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afm.or.kr

601

KJFP

Kyoungman Jung,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연 성공률을 76%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한다.7)

방법

따라서 금연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금연에 대한 다양
한 연구와 정책이 시도되었다.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고령인 경우, 가족 내 흡연자가 없는 경우, 기

1. 연구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니코틴 의

총 11개월간 삼육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

존도가 낮을수록, 문제음주가 없을수록, 과거 금연 시도 경험이 있

연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해 내원한 흡연자 54명을 대상으로

는 경우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점

진행되었다.

혼자이거나

8,9)

10-13)

동거인이 있는 경우,

14,15)

고학력인 경우,

16)

17)

수가 10점 이상인 경우가 10점 미만인 경우보다 금연 성공률이 낮았
으며18-20) 스트레스가 낮고 주관적 건강도가 높을수록 금연에 성공

2. 연구 방법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에 있

금연 클리닉 이용자가 최초 등록시 자가 기입식 문진표를 작성하

어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등의

도록 하였으며 문진표의 내용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동거인 유무

정책이 시행되었고 2011년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었으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흡연시작 연령, 흡연기간, 일일 평균 흡연량, 흡

며 2015년부터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2015

연 동기, 과거 금연시도 여부 및 금연방법, 금연 실패 이유, 가족내 흡

년부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확대된 재정을 통해 금연상담과 약물치

연자 유무, 니코틴 의존도(Fagerstrom test), 음주 횟수, 음주량 및 우

료 비용의 약 80%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프로그

울증(BDI score), 스트레스(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

램을 이수할 경우 1–2차 상담 때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주는

amination Survey short form),25) 주관적 건강인식도 등의 정신건강상

인센티브 형태의 금연치료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
마트폰 앱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여 금연치료기관에 대한 접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s
Characteristic

근성을 높이고 있다.
금연치료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니코틴 대체요법, 부
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이 있다. 이 중 바레니클린은 금연치료 단독
요법 중 금연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니코틴의존
도에 상관없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러나 구역, 구
토, 변비 등의 흔한 위장관 부작용과 두통, 비정상적인 꿈, 수면장애
와 같은 부작용 등이 바레니클린 사용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22) 한때 바레니클린의 사용이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등 심각한
정신건강학적 문제를 내포한 환자에 있어서 자살 사고나 시도를 증
가시킨다는 보고 등으로 이러한 환자군에게 처방을 자제하기도 하
였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바레니클린의 사용이 이러한 환자군
에 있어서도 다른 약물보다 금연효과가 우수하고 자살 사고 및 시도
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23,24)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된 후 금연 클리닉 이용
자가 점점 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지원 금연 클리닉 이용자의 성공
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varenicline 복용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한 금연 클
리닉을 방문하여 varenicline을 처방한 환자의 12주 치료 순응도 및
금연 성공에 미친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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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tients (n=54)

Sex
Male

44 (81.5)

Female

10 (18.5)

Live together
No

7 (13.0)

Yes

47 (87.0)

Smoker in family members
No

42 (77.8)

Yes

12 (22.2)

Proper drink amount
Low-risk

18 (33.3)

High-risk

36 (66.7)

Quit attempt in last year
No

21 (38.9)

Yes

33 (61.1)

Perceived health status
Not very health

3 (5.6)

Not health

21 (38.9)

Healty

24 (44.4)

Very healthy

2 (3.7)

I don't know

4 (7.4)

KNHANES: short form*
Low stress group

32 (59.3)

High stress group

22 (40.7)

BDI
BDI <10

18 (33.3)

BDI ≥10

36 (66.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
The stress questionnaire for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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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부작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후부터(시작 8일 이후) vareni-

태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하루 흡연량은 외래 초진 당시 1일 평균 흡연량으로 하였으며 금

cline 1.0 mg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하였다. 금연 상담을 받는 동안 매

연 시도 유무는 최근 1년간 금연 시도 유무로 판단하였다. 음주는 초

방문 시점에서 흡연량, 금연 유지 여부 및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

진 시점에서 음주 여부로 음주, 비음주로 구분하였으며 하루 평균

였다. 금연 성공과 실패 여부는 12주 약물 처방이 완료된 후 1회 추가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여성

방문을 하여 금연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받도록 하

은 20 g 이상, 남성 40 g 이상일 경우 고위험 음주로 구분하였다.

였으며 12주 처방을 다 받지 않고 중간에 방문이 중단된 경우 전화

26)

금연 상담 및 약물 처방은 1주–2주–3주–3주–3주 스케쥴로 시행

를 통하여 금연 유지 및 실패 여부를 확인하였다(Table 1).

하였다. 금연 시행 첫주 3일 동안(제1–3일)에는 varenicline 0.5 mg을
하루 한번 복용하였고 이후 4일 동안(제4–7일) 0.5 mg을 하루 두 번
복용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상담에서 환자의 지속적인 약물 복용

3. 통계

연구자료 및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stistic ver. 22.0 software

Table 2. Characteristics between smoking cessation success group and failure group
Characteristic

Total (n=54)

Success

Failure

P-value

Male

44 (81.5)

24 (54.5)

20 (45.5)

Female

10 (18.5)

3 (30.0)

7 (70.0)

0.161

45.67±14.48

48.30±15.78

43.04±12.82

0.185

Sex*

Age (y)†
Height (cm)†

167.66±7.51

167.80±9.46

167.52±5.03

0.891

Weight (kg)†

67.23±13.01

68.34±11.40

66.11±14.58

0.534

body mass index (kg/m2)†

23.79±3.66

24.33±3.84

23.24±3.45

0.274

Live together*
No

7 (13.0)

2 (28.6)

5 (71.4)

Yes

47 (87.0)

25 (53.2)

22 (46.8)

No

42 (77.8)

20 (47.6)

22 (52.4)

Yes

12 (22.2)

7 (58.3)

5 (41.7)

0.513

58.04±47.85

52.65±42.02

63.43±53.30

0.413

Low-risk

18 (33.3)

10 (55.6)

8 (44.4)

High-risk

36 (66.7)

17 (47.2)

19 (52.8)

0.564

Daily smoking (cigarette/d)†

19.34±9.25

18.87±8.09

19.81±10.42

0.711

Smoking years†

23.77±12.24

25.93±12.72

21.61±11.58

0.198

No

21 (38.9)

11 (52.4)

10 (47.6)

Yes

33 (61.1)

16 (48.5)

17 (51.5)

0.224

Smoker in family members*

Drinking amount (g/times)†
Proper drink amount*

Quit attempt in last year*
0.780

Perceived health statusǂ
Not very health

3 (5.6)

1 (33.3)

2 (66.7)

Not health

21 (38.9)

7 (33.3)

14 (66.7)

Healty

24 (44.4)

15 (62.5)

9 (37.5)

Very healthy

2 (3.7)

1 (50.0)

1 (50.0)

I don't know

4 (7.4)

3 (75.0)

1 (25.0)
15 (46.9)

0.067

KNHANES: short formǂ
Low stress group

32 (59.3)

17 (53.1)

High stress group

22 (40.7)

10 (45.5)

12 (54.5)

0.583

20.46±7.90

19.37±7.64

21.56±8.15

0.314

BDI <10

18 (33.3)

13 (72.2)

5 (27.8)

BDI ≥10

36 (66.7)

14 (38.9)

22 (61.1)

0.022

BDI (score)†

13.63±8.15

11.22±7.01

16.04±8.62

0.028

KNHANES: short form (score)†
BDIǂ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
Peason's chi-square test. †Two-sample (mean-compared) t-test. ǂ Mann-Whitney U-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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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고, 명목형 변수의 비교는

(52.4%)이 금연을 시도한 집단내의 성공군 비중(48.5%)보다 높게 나

chi-square test를 활용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비교는 two-sample test

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를 활용하였으며, 순위척도를 활용한 변수의 비교는 Mann-Whitney

동일 연령대의 다른 인원보다 자신이 건강한가를 물어보는 주관

U-test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인 의미의 유의수준은 P<0.05

적 건강도에 있어서는 건강한 편이다 라는 응답이 24명(44.4%)로 가

로 정의하였다.

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도에 있어서 성공군과 실패군
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저스트레스로 분류되는 참여자가 32명(59.3%)였으며 저스트레스

결과

군의 금연 성공률이 53.1%로 고스트레스군의 금연 성공률(46.9%)에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금연 클리닉 등록 후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을 받고 추적 관
찰이 끝난 환자 54명 중 27명(50.0%)이 금연에 성공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에 있어서 남성 44명 중 24명(54.5%)이 금연에 성공
하였으며, 여성 10명 중 3명(30.0%)이 금연에 성공하였다. 성별에 따른

우울증상이 있는 인원이 36명(66.7%)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우울증상이 없는 집단에서의 성공률이 13명(72.2%)으로 우울증상
이 있는 집단의 성공률(38.9%)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
다(Table 2).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금연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금연 성공군이 48.30±15.78세, 금연 실패

단변량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 성공결과를 종속변수로 하

군이 43.04±12.82세로 성공군의 연령대가 높았으나 성공군과 실패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증상이 없는 집단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보다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이 금연 성공률이 감소(0.201배)하는 것

참여자의 신장과 몸무게에 있어서는 성공군이 실패군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체질

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
았다(Table 3).

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있어서도 성공군의 BMI가
24.33±3.84로 실패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고찰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동거인 여부에 있어서는 동거인이 있는 참여자가 47명(87.0%)으로

본 연구는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여 상담 및 varenicline을 처방받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실패군과 성공군에서 유의미한

은 환자의 금연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중 흡연자 유무에 있어서도 가족 중
에 흡연자가 없는 참여자가 42명(77.8%)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
으나 성공군과 실패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Table 3. Factors related with smoking cessation rate by logistic regression (n=50*)
Factors related with
smoking cessation

Odds
ratio

Stress (reference low stress group)

1.186

0.235–5.977

0.836

Depressiv mood
(reference no depressiv mood)

0.201

0.040–0.989

0.048

Proper drink amount
(reference low risk group)

0.980

0.203–4.726

0.980

Smoking years

0.981

0.874–1.100

0.744

Quit attempt in last year
(reference no attempt)

0.525

0.119–2.312

0.394

Smoker in family members
(reference no member in family)

2.921

0.414–20.602

0.282

Perceived health status

1.754

0.576–5.337

0.322

Sex (reference male)

0.402

0.033–4.860

0.474

Age

1.031

0.937–1.133

0.532

Body mass index

1.213

0.961–1.531

0.104

음 주 량 에 있어서 회 당 음 주 량 을 살 펴보면 평 균 적 으 로
58.04±47.85 g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공군에서의 음주량
(52.65±42.02)이 실패군의 음주량(63.43±53.30)보다 낮게 관찰되었으
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루 흡연량에 있어서는 성공군의 흡연량이 18.87±8.09로 실패군
의 흡연량 19.81±10.42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흡연기간에 있어서는 성공군의 흡연기간이 25.93±12.72
로 실패군의 흡연기간 21.61±11.58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1년간 금연 시도 경험에 있어서는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
는 인원이 33명(61.1%)으로 금연 시도 경험이 없는 인원 21명(38.9%)보
다 높게 나타났고 금연을 시도하지 않은 집단내의 성공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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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onfidence
P-value
interval

*

Four people who answered that “I don’t know” at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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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삼육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

였다.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이용자를

서 금연상담을 받은 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BMI 등 기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 금연 성공자 중 재흡연율이 1개월 이내

본적인 환자 특성과 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등 흡연관련 평

9%, 3개월 이내 21%, 6개월 이내 30%, 1년 후가 39%로 나타났으며 또

가와 음주횟수, 음주량 등 음주관련 평가,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28)

다른 연구에서 6개월 이내 재흡연율이 24.1%인 것으로 조사되어

요소가 금연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12주 내 금연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니라 이후의 장기적인 금연 유지에 대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

명목형 변수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활용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는 two-sample test를 활용하였으며, 순위척도를 활용한 변수의

27)

8,10-13)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나이,

BMI, 흡연량, 과거 금연 성공 경
16)

비교는 Mann-Whitney U-test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인 의미

험, 음주량,17) 스트레스 등이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 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연 성공군과 실패군에서 이전 연

결과: 단변량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 성공결과를 종속변수

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증상이 없는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BDI 척도를 활용한 우울증상의 경

집단보다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이 금연 성공률이 감소(0.201배)하

우에서만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금연 성공률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않았다.

다.

결론: 국민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통한 금연 클리닉 이용자들이 증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정규분포

가하고 있다. 금연 진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약물처방뿐만 아

를 따르지 않아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 분석상 의미

니라 환자의 우울 등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게 다뤄져

있을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

야 할 것이다.

지 못한다는 점이다. 추후 더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
다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연 클리닉을 방

중심단어: 금연 성공률; 우울; 스트레스; 바레니클린

문한 대상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금연 상담에서 각각의 환자를 상담
한 의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한 환자에 있어서도 상담
이 종료될 때까지 담당의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금연 상담시간,
상담의 질 등이 동일하지 않아 금연 상담자가 환자의 금연 실패에 미
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추후 좀더 많은 자료를 바탕
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금연 성공률에 우울증
상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금연 클리닉을 통한
금연치료에 있어서 성공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물 처방뿐
아니라 금연 클리닉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연구배경: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
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흡연율을 줄
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금연 상
담을 받은 환자들의 금연 성공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Korean J Fam Pract. 2018;8(4):6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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