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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ad Not Taken

by Robert F rost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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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담뱃값 상승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금

연 지원 서비스와 담뱃값 인상의 금연효과를 파악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 금연자와 현재 흡연자 총 38,994명이었다. 분석에 SAS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USA)과 Mplus 7.4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USA)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및 로지스틱 분석,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금연자는 3,826명(9.8%)이고 현재 흡연자는 35,168명(90.2%)이었다. 분석

에 포함된 변수 중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직업, 누적 흡연량, 간접

흡연 노출 유무, 금연 캠페인 노출 유무, 금연 교육 참여 유무, 음주 상태, 스

트레스 수준, 의지로 참음, 니코틴 대체요법,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 금

연클리닉 이용 유무, 금연상담전화 이용 유무,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 그룹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월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군(OR: 1.24, 95% CI:

1.05-1.46)이, 대학교 졸업 이상(OR: 1.28, 95% CI: 1.06-1.53)이, 결혼하여 같이

생활하는 군(OR: 1.32, 95% CI: 1.17-1.48)이, 누적 흡연량이 증가할수록(10-19

갑년 OR: 1.26, 95% CI: 1.12-1.42; 20-29갑년 OR: 1.30, 95% CI: 1.12-.150; 30

갑년 이상 OR: 2.48, 95% CI: 2.13-2.87), 저위험 음주 군(OR: 1.27, 95% CI:

1.16-1.39)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군(OR: 1.41, 95% CI: 1.28-1.54)이, 의지로

참은 군(OR: 6.55, 95% CI: 5.68-7.56)이,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를 받은

군(OR: 2.11, 95% CI: 1.59-2.80)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군(OR: 1.59, 95% CI:

1.36-1.86)이, 담뱃값 인상에 영향 받은 군(OR: 1.34, 95% CI: 1.23-1.46)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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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금연에 효과적이었다. 금연 캠페인에 노출되거나(OR: 0.72, 95% CI:

0.64-0.82), 니코틴 대체요법(OR: 0.77, 95% CI: 0.67-0.89), 금연초(OR: 0.70,

95% CI: 0.56-0.89), 금연침(OR: 0.46, 95% CI: 0.30-0.68)을 이용 이용한 경우

금연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3. 금연클리닉 이용 여부와 담뱃값 인상의 영향 여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금연클리닉과 담뱃값 인상은 금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금연상담전화는 금연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4. 경로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

과, 총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금연클리닉 이용(Std. β=.129, p<.001)이 담뱃값

인상의 영향(Std. β=.079, p<001)보다 더 큰 금연 효과를 보였다. 월 가구소득

이 높은 경우 담뱃값 인상에는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td. β

=-.073, p=.006). 하지만 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낮은 그룹보다 금연

에의 직접효과가 더 크고(Std. β=.056, p<.001), 이것이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상쇄한다. 따라서 결국 월 가구소득은 금연에 유의한 효

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d. β=.022, p=.434).

금연클리닉 이용과 담뱃값 인상은 금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금연상담전화

는 금연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니코틴 대체요법을 비롯한 약물요법을 사

용한 경우 오히려 금연에 저해가 됨이 밝혀졌다. 따라서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의 금연 성공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 프로그램 구성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적이었지만, 저소득층

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담뱃값 인상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에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말 : 금연, 금연클리닉, 담뱃값,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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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으로 인해 매년 6백만 명이 사망하고 이중 5백만 명은 흡연이 직접 사인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이는 흡연이 대표적인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과 같은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의 직접 원인이기 때문

이다(Thun et al., 2013). 게다가 흡연은 그 특유의 냄새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에 그치지 않고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심혈관계,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나아가서 심각하게는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WHO, 2016).

이와 같은 흡연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현재에는 WHO를 비롯하

여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연 관련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Martínez, Guydish, Robinson, Martínez-Sánchez, & Fernández, 2014; WHO, 2003).

선진국 주도의 금연 사업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덕분에 세계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

우도 있다(The World Bank, 2016).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1995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되었고, 이후 담뱃값 인상, 국가 주도의 금

연 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인 금연 정책이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정

책의 결과로 1998년에 남성 흡연율이 66%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39%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여성 흡연율은 1998년에 6.5%에서 2015년 5.5%로 크게 변하지 않았

다(통계청, 2016).

2004년부터 운영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대표적인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로, 금

연 교육·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제공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금연 동기, 상담 횟수, 하루 평균 흡연량 등이 금연 성공으로

이끌었고(송태민, 이주열, & 조경숙, 2008), 니코틴 보조제에 의존할수록 장기적으로

금연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작 & 정인숙, 2011; 김이순 & 김윤희, 2011).



- 2 -

하지만 2010년 이후의 금연클리닉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전무하여 2016년

41%대까지 떨어진 금연클리닉 금연 성공률의 정확한 영향 요인은 파악되고 않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슈가 된 금연 정책은 2015년에 있었던 담뱃값 대폭 인상이

다. 담뱃값 인상은 대표적인 금연 정책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avazos-Rehg et al., 2014; Jha & Peto, 2014). 국내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뱃값 인상과 금연 의도의 관계에서도, 담뱃값이 인상하면 금연

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황준현, 2014). 실제로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23%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박환재, 2016), 최근의 연

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개피 흡연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김영직, 정기

덕, & 조민효, 2017). 하지만 2016년도 담배 판매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

으로 파악되고 있어(박영선, 2016),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

는지 섣불리 예단할 순 없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담뱃값 상승이 실제로 금연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금연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담뱃값 상승 요인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과 금연상담전화 이용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

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과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관련 요인, 금연 방법,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담뱃

값 인상에 관한 인식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금연 여부의 차이를 파악한다.

2.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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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가 주도의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전화(금연 콜센터) 운영, 찾아

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치료형 및 일반형 캠프 운영, 대상자 맟춤형 금연 지원 서

비스 제공(여성, 군인, 대학생,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등), 온라인 금연지원서

비스 운영, 병의원 금연 치료 지원 등이 있다(국가금연지원센터, 2017). 본 연구에

서는 지역사회보건조사에서 이용 유무가 조사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

화를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로 정의한다.

2) 담뱃값 인상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 규제 정책으로 담뱃세 인상을 통한

담뱃값 인상을 시행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담뱃세 인

상을 담뱃값 인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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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1. 금연 정책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의 시초는 1986년 담뱃값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 광고 제한

이다(보건복지부, 2017).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제정되며 본격적인 흡연 규제

정책이 추진된 이래로 여러 차례 해당 법령이 개정되며 금연 구역이 실내와 야외 공

공시설까지 확대되어 왔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며(국민건강증

진법, 2016) 가격 규제를 통한 금연 정책이 효과가 본격적인 시험의 도마에 올랐다.

금연 관련 비가격 법률 제한은 담뱃값 경고문구 삽입, 담뱃값 경고 그림 도입, 금

연구역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음식점, 피씨방, 만화방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

소에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며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2016).

1)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 전체에게 강제로 영향을 미치는 금연 정책으로, 세수

확보와 금연 유도라는 두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유럽, 남미 등지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Cavazos-Rehg et al., 2014; Jha & Peto, 2014). Chaloupka,

Straif와 Leon(2010)은 담뱃값이 2배 인상되면 금연과 절연을 포함해 담배 소비량

이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확

대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건강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 50년 간의 코

호트 연구에서 담뱃값 인상이 조기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냈다

(Holford et al., 2014). 나아가 미국과 담뱃값 인상이 신생아 사망률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다(Patrick, Warner, Pordes, & Davis, 2016).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월 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기준 기존 1갑에 354원에서 841원으로 약 2.4배 인상하였고(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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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에 따라 담뱃값도 기존 1갑에 2,500원 수준에서 4,500원 수준으로 약 1.8

배 상승하였다. 2004년에서 2005년 담배 1갑 당 약 500원을 인상했을 당시

Choi(2016)의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금연과 상관이 있었고, 저소득층의 흡

연이 고소득층에 비해 담뱃값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에서 수

행된 연구(Vijayaraghavan, Messer, White, & Pierce, 2013)에서도 높은 담뱃값은

저소득층의 금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2005년 이후 2015년 전까지 담뱃값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

른 금연율 변화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담뱃값과 금연 의

향에 관한 연구는 수차례 이루어졌다. 강은정과 이재희(2011)는 금연 의향 담배

가격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비싼 가격에서

도 흡연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13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숙자, 2013).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담배 1갑 당 8,000원

정도에 금연을 결심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1갑 당 10,000원 정도에 금연을 결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영직 등(2017)은 최근의 연구에서 2015년도 담뱃값 인상 이후 실제 흡연량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하루 평균 약 4.2개피의 흡연

량 감소가 확인되었고, 고소득층에서는 하루 평균 약 3.4개피의 흡연량 감소가 있

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저

소득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대한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도 하다

(Hill, Amos, Clifford, & Platt, 2014).

2) 금연 지원 서비스

국가 주도의 금연 프로그램으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전화 운

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치료형 및 일반형 캠프 등이 있다(국가금연지원센

터, 2017; 보건복지부, 2017). 금연클리닉은 전국 보건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흡

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연 프로그램이다. 6개월 간 총 9차 이상의 금연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행동 강

화 물품과 6개월 금연 성공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2008년 349,109명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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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는 2015년에는 574,097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6년 다시 411,677명으로

감소했으며, 6개월 성공자의 비율은 2008년 46.5%에서 2016년 41.7%로 오히려 감

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이는 2012년 성공률이 66.3%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

면 급격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 성공 관련 요소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에

서 연령, 금연 동기, 상담 횟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 등이 금연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송태민 등, 2008; 전용욱, 지남주, & 이원영, 2008).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과 금연 성공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연

도별 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에 대한 관련 요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금연상담전화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현재 연중무휴로 상담 전

화를 운영하고 있다. 1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장단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문 상담

사와 1:1 채팅상담이 가능하고, 금연 교육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상담전화 이용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

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마찬가지로 6개월 9회차 상담서비스

를 제공하며, 행동 강화 물품, 니코틴 대체요법를 시행한다(보건복지부, 2017).

금연 중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금연 교육·상담은 대표적인 간

호사의 역할로 간호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Rice, Hartmann-Boyce

& Stead, 2013). 금연 상담을 통해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금연 방법에 대한 안내,

흡연 욕구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에 따라 1회 10분 내의 저집

중 상담이나 10분 이상의 고집중 상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담은

단독으로 혹은 약물적 치료와 같이 진행될 때 금연에 효과적임이 밝혀져 왔다

(Patnode et al., 2015; Rice et al., 2013). 다만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금연 교

육·상담 업무만 하는 경우에만 대상자의 금연 효과가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금연 효과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Rice, Hartmann-Boyce & Stead, 2013).

Stead, Hartmann-Boyce, Perera와 Lancaster(2013)는 상담 방법 중 하나로

전화를 통한 금연 상담도 금연에 효과적임을 제시했다. 전화 상담은 금연 시도자

가 금연 상담실로 전화를 걸거나 상담사가 직접 금연 시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

연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다. 비록 해당 논문에서 최적의 전화 상담 횟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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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담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금연 교육 자료나 약물 치료를

단독으로 제공할 때에 비해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기반의 중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Ghorai, Akter, Khatun, & Ray, 2014).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mHealth

중재에는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금연 중재·상담을 제공하는 방법이 대

표적으로 꼽힌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간편하게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이 중재가 금연에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

시되고 있다(Ghorai et al., 2014; Spohr et al., 2015; 공정현 & 하영미, 2013). 최

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금연 중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중재가 제공되기도 한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중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Ghorai et

al., 2014), 기존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중재에 비해 금연 효과가 좋다고는 보기도

힘들다(Buller, Borland, Bettinghaus, Shane, & Zimmerman, 2014).

국내에서도 개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분석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하영선과 최연희(2015)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금연률을 낮추었음을 밝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다른 금

연 프로그램에 비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010-2012년도 국

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에 따라 프로그램

의 효과가 다르다고 분석하였다(김혜경, 박지연, 권은주, 최승희, & 조한익, 2013).

청소년의 경우 다요소 중재 프로그램,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강한 효과성이 있었

다면, 성인에게는 아동과 학부모 상호 작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금연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주

도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 지속적인 금연 프로그램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금연 관련 요인

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 관련 요인 혹은 금연 실천 관련 요인들이 밝혀져 왔다.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시골에 살고 있는 경우가, 고학력에 비해

저학력이,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경제 수준이, 결혼한 상태에 비해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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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직에 비해 육체 노동자가 대표적인 흡연 위험군으로 지적되어 왔다(Lim et

al., 2013; Trinidad, Perez-Stable, White, Emery, & Messer, 2011; 윤영미, 양은경, &

신성례, 2012). 이는 영국에서 시행된 52주간의 금연 서비스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 소득 교육 수준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금연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Hiscock, Judge, & Bauld,

2011). 52주간 추적관찰을 했을 때 가장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군의 14.3%가 금

연에 성공한 데에 반해, 가장 낮은 군은 5.3%가 성공했을 뿐이었다. 다른 요인들을 보

정했을 때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금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백인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인종이 더 낮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

고 있는데(Trinidad et al., 2011),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한 건강불평등

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연 관련 요인으로는 윤영미 등(2012)이 금연 상담 경험이 있을수록, 금연 시도

가 있을수록, 흡연 단계가 낮을수록 금연 동기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금연 동기는

금연 실천과 바로 연관되므로(Zhou et al., 2009) 금연 동기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

도 중요하다. 신성례, 이충옥, 정구철(201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동기화 프로그

램을 진행하여 내재적 금연 동기를 강화하였고, 이는 실제로 금연 단계에도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금연 동기화 프로그램 참가자는 대조군에 비해 특정 상황에서

의 흡연 욕구 감소, 금연 불안감 감소, 흡연의 즐거움 감소, 금연단계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동기 유발 인터뷰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동기

유발 인터뷰 프로그램이 젊고, 흡연 의존도가 낮고, 치료 순응도가 높고 현재 금연 의

지나 동기나 낮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Hettema & Hendricks, 2010).

스트레스 또한 흡연과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을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Azagba & Sharaf, 2011; Nakajima & al’Absi,

2012).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스트레스, 불안

등의 증상을 담배로서 보상한다는 것이고(Ayyagari & Sindelar Jody, 2010), 다른 하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조절 능력이 억제되어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일 수 없다

는 것이다(Koob & Moal, 1997). 국내에서는 이승준 등(2012)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수준과 금연 실천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예

상되는 중소기업 남성 직장인을 대상자로 하여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금연 의지가 높

아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장 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직무 자율성 결여, 조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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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보상이 금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은 금연 이후의 재흡연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대

표적인 금연 프로그램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재흡연 요인을 파악한 연구(김미

작 & 정인숙, 2011; 김이순 & 김윤희, 2011)에서 여성일 경우,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

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연을 위해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

는 경우,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경우, 금연 약물치료나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

행하는 경우, 음주하는 경우, 생활환경에서 금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

재흡연 발생률이 높아졌음을 밝혔다. 즉, 니코틴 패치와 같은 보조를 통해 금연에 성

공했더라도 자발 의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흡연자로 돌아서게 됨을 알 수 있다.

재흡연 발생에 대한 Bernard, Ninot 그리고 Quantin(2015)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

이 낮거나, 전문적 활동이 없고, 음주 하는 경우에 재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신체 활동과 재흡연과의 관련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연 실천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금연 프로그램 운영, 담

뱃값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금연 증진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

를 통해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적임이 밝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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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과 담뱃값 인상의 금연과의 연관성을 파악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지역 간 비교 가능한 지

역 건강 통계를 생산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보건소가 실시하는 조사이다. 가구조사, 건강행

태, 의료이용, 이환,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사고 및 중독과 같은 항목이 조사에 포함된

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전국 표본조사로서 표본 지점(1차

추출)과 표본가구(2차 추출)를 추출 단위로 하여 보건소 별 평균 900명이 조사되도록

추출한다. 2015년도 조사는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54개 보건소의 표본가구

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1:1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는 남성 102,829명, 여성 125,729명 총 228,558명

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3. 연구 대상자

2015년 1월 1일자로 인상된 담뱃값의 금연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금연 1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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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대상자와 현재 흡연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설문 문항 중 “현재 담

배를 피웁니까?”라는 질문에 ‘매일 피움’ 혹은 ‘가끔 피움’으로 응답하였거나, ‘과거에

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을 선택하고 금연 기간으로 ‘1년 미만’으로 응답한 참

가자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결측치를 제외한 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는 현재 흡연자 35,168명, 현재 금연자 3,826명으로 총 38,994명이다. 구체

적인 포함 기준,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포함 기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움

2. 제외 기준

과거 흡연자 중 금연 기간 1년 이상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수집하여 대상자의 익명성 및 기밀성을 보장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간대

IRB 2017-0005).

4. 변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공하는 19개 영역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

였다. 설문 문항 중 선행연구에서 흡연 행태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심 독립 변수인 국

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와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금연 여부이다. 2015년 1월 1일자로 담뱃값이 인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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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연을 시작한지 1년 미만으로

대답한 경우를 ‘현재 금연’으로 구분하고,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를 ‘현재 흡

연’으로 이분 변수로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직업, 월 가구

소득,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생애 주기

별 연령 분류에 따라 ‘19-44세’, ‘4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

였다. 월 가구소득은 2015년도 통계청 통계에 따라 가구 수입 5분위에 가장

근접한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는

결혼 여부와 현재 배우자 동거 여부에 따라 ‘미혼’, ‘배우자 동거’, ‘배우자 별

거/사별/이혼’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전문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직’, ‘농림어업’, ‘기능단순노무직’, ‘기타’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규모에 따

라 특별시/광역시를 ‘대도시’, 시/군/구를 ‘지방 중소 도시’, 읍/면/리를 ‘시골’

로 구분하였다.

나) 흡연 관련 요인

흡연 관련 요인은 구체적으로 흡연 관련, 건강 행위, 인지 상태로 나누어

각각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누적 흡연량(갑년)은 ‘10갑년 미만’, ‘10갑년 이상

20갑년 미만’, ‘20갑년 이상 30갑년 미만’, ‘30갑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간접

흡연 노출 유무는 집과 직장을 포함하고 있기에 ‘노출 없음’, ‘집에서만 노출’,

‘직장에서만 노출’, ‘모두 노출’로 구분하였다. “최근 1년 동안 금연에 대한 공

익광고(TV, 라디오, 포스터, 리플릿 등)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와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또는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음주 상태는 1년 간 한 번의 술자리에

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 ‘고위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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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위험 음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

단히 많이 느낀다’ 혹은 ‘많이 느낀다’를 ‘높음’으로, ‘조금 느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다’를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다) 금연 방법

최근 1년 동안의 금연 방법으로 ‘의지로 참음’, ‘니코틴 대체 요법’, ‘금연

초’, ‘금연침’,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에 각각 ‘예’와 ‘아니오 혹은 금연

시도 경험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라)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 관련 국가 정책 중 설문조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국가 주도 제공 서

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여부와 금연상담전화 이용 여부이다.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선택

한 경우 ‘예’로, 그렇지 않거나 금연 시도가 없는 경우 ‘아니오 혹은 금연 시

도 경험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금연상담전화를 금연 방법으로 선

택한 경우 ‘예’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니오 혹은 금연 시도 경험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마) 담뱃값 인상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받았습니까?”에 ‘예’로

대답한 경우를 담뱃값 인상 영향이 현재 흡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아니오’

로 대답한 경우에 흡연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14 -

Categories Variables Items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Male, Female

Age 19-44, 45-64, 65-74, ≥75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2-3, 3-4, 4-6, ≥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Divorced/separated/bereaved

Occupations

Expert or manager, Office job,
Sales and service,
Agriculture/forestry/fisheries,
Simple labor, Others

Residential area Metropolis, Local small city, Country

Smoking related
factors

Pack years of cigarette 0–9, 10–19, 20–29, ≥30

Secondhand smoke
None, At home, At workplace,
At both places

Smoking cessation
campaign

No, Exposed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class No, Participated in recent 1 year

Alcohol use

High-risk drinking(7(male) or 5(female)
glasses in one sitting twice per week, in
recent 1 year),
Low-risk drinking

Stress level High, Low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No or zero quit attempts, Yes

Table 1.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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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Items

Methods of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Nicotine Replacement
Therapy(NRT)

No or zero quit attempts, Yes

Herbal cigarette No or zero quit attempts, Yes

Acupuncture therapy No or zero quit attempts, Yes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No or zero quit attempts, Yes

Use of national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clinic

No or zero quit attempts, Yes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No or zero quit attempts, Yes

Increase in cigarette
price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No, Yes

Smoking cessation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Table 1.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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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모든 통계적 분석은 SAS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USA)과 Mplus 7.4 프로그

램(Muthén & Muthén,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은 복합

표본설계 하에서 추출되었으므로, 평균 및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층화변

수, 집락 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통계적 분석은 아래와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관련 요인, 금연 방법, 국가 금연 지원 서비

스 이용, 담뱃값 인상의 영향에 따른 현재 금연 여부의 차이를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로 산출하고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현재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3. 혼란 변수의 효과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의 이용과 담뱃

값 인상이 현재 금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시행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금연 상태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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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결 과

1. 금연 여부와 대상자 특성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금연 상태

인구사회학적 요인 별 금연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연

구 대상자 38,994명 중 현재 금연자는 3,826명(9.8%)이었고, 현재 흡연자는 35,168

명(90.2%)이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직업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금연자 중 남성이 3,609명(94.3%), 여성이 217명(5.7%)이었고, 현재 흡연

자 중 남성이 32,550명(92.6%), 여성이 2,318명(7.4%)이었다. 생애 주기 별로 나이

를 나누었을 때 현재 금연자 중 45세 미만 집단이 1,651명(43.2%)으로 제일 많았

고, 45세 이상 65세 미만 군이 1,492명(39.0%)으로 그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75

세 미만 군은 493명(12.9%)이었고, 75세 이상 군은 190명(5.0%)이었다. 현재 흡연

자 중에서도 45세 미만 군이 16,763명(47.7%)으로 가장 많았다. 45세 이상 65세

미만(14,757명, 42.0%), 65세 이상 75세 미만(2,622명, 7.5%), 75세 이상(1,026명,

2.9%)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교육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현재 금연자 중 초등학

교 졸업 이하는 507명(13.3%)이었고, 중학교 졸업은 390명(10.2%)이었다. 고등학

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은 각각 1,222명(31.9%)과 1,707명(44.6%)이었다.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3,373명, 9.6%)와 중학교 졸업(3,369명,

9.6%)은 비슷한 수를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은 13,732명(39.1%)이었고 대학교 졸

업 이상은 14,694명(41.8%)이었다. 결혼 상태에 따른 분류에서는 현재 금연자 중

결혼하고 현재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2,830명(74.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각각 미혼(669명, 17.5%), 이혼/별거/사별(327명, 8.6%)이 이었다. 현재 흡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여 같이 거주하는 군이 23,234명(66.1%)으로 가장 많

았고, 미혼(8,124명, 23.1%)과 이혼/별거/사별(3,810명, 10.8%)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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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Variables Total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p-value

Sex

Male 36,159 (92.7) 3,609 (94.3) 32,550 (92.6)
<.0001

Female 2,835 (7.3) 217 (5.7) 2,318 (7.4)

Age

19–44 18,414 (47.2) 1,651 (43.2) 16,763 (47.7)

<.0001
45–64 16,249 (41.7) 1,492 (39.0) 14,757 (42.0)

65–74 3,115 (8.0) 493 (12.9) 2,622 (7.5)

≥75 1,216 (3.1) 190 (5.0) 1,026 (2.9)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11,506 (29.5) 1,183 (30.9) 10,323 (29.4)

.063

2–3 8,703 (22.3) 826 (21.6) 7,877 (22.4)

3–4 7,538 (19.3) 711 (18.6) 6,827 (19.4)

4–6 7,588 (19.5) 717 (18.7) 6,871 (19.5)

≥6 3,659 (9.4) 389 (10.2) 3,270 (9.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3,880 (10.0) 507 (13.3) 3,373 (9.6)

<.0001
Middle school 3,759 (9.6) 390 (10.2) 3,369 (9.6)

High school 14,954 (38.4) 1,222 (31.9) 13,732 (39.1)

≥College 16,401 (42.1) 1,707 (44.6) 14,694 (41.8)

Marital status

Not married 8,793 (22.6) 669 (17.5) 8,124 (23.1)

<.0001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26,064 (66.8) 2,830 (74.0) 23,234 (66.1)

Divorced/separated/bereaved 4,137 (10.6) 327 (8.6) 3,810 (10.8)

Occupations

Expert or manager 4,654 (11.9) 499 (13.0) 4,155 (11.8)

<.0001

Office job 4,567 (11.7) 473 (12.4) 4,094 (11.6)

Sales and service 5,822 (14.9) 426 (11.1) 5,396 (15.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4,354 (11.2) 542 (14.2) 3,812 (10.8)

Simple labor 12,879 (33.0) 11 (28.4) 11,794 (33.5)

Others 6,718 (17.2) 801 (20.9) 5,917 (16.8)

Residential area

Metropolis 12,283 (31.5) 1,179 (30.8) 11,104 (31.6)

.507Local small city 12,220 (31.3) 1,227 (32.1) 10,993 (31.3)

Country 14,491 (37.2) 1,420 (37.1) 13,071 (37.2)

Total 38,994 (100) 3,826 (9.8) 35,168 (90.2) 　

*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Table 2.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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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관련 요인과 금연 상태

흡연 관련 요인 별 금연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흡연 관

련 요인인 누적 흡연량, 간접흡연, 금연 캠페인 노출, 금연 교육 참석, 음주 상태,

스트레스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금연자 중 누적 흡연량이 10갑년 미만인 군은 1,074명(28.1%)이었다. 10

갑년 이상 20갑년 미만인 군은 879명(23.0%), 20갑년 이상 30갑년 미만은 635명

(16.6%)이었다. 30갑년 이상 군은 1,238명(32.4%)이었다.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누

적 흡연량이 10갑년 미만(11,536명, 32.8%)이 가장 많았다. 10갑년 이상 20갑년 미

만은 8,922명(25.4%)이고, 20갑년 이상 30갑년 미만은 6,746명(19.2%)이었다. 30갑

년 이상은 7,964명(22.7%)이었다. 간접흡연 노출 유무에서는 현재 금연자(2,732명,

71.4%)와 현재 흡연자(24,064명, 68.4%) 모두 간접흡연에 노출 되지 않은 군이 가

장 컸다. 집에서만 노출된 경우는 각각 52명(1.4%)과 1,179명(3.4%)이었으며, 직장

에서만 노출된 경우 각각 1,018명(26.6%)과 9,226명(26.2%)이었다. 집과 직장 모두

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는 현재 금연자에서 24명(0.6%)이었고, 현재 흡연자

에서 699명(2.0%)이었다. 최근 1년 사이 금연 캠페인에 노출된 경우는 현재 금연

자에서 3,270명(85.5%)이었고, 현재 흡연자에서는 31,266명(88.9%)이었다. 최근 1

년 사이 금연 교육을 받은 군은 현재 금연자에서 467명(12.2%)이었고, 현재 흡연

자에서 3,705명(10.5%)이었다. 현재 금연자 중 고위험 음주자는 1,189명(31.1%)이

었고,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13,035명(37.1%)이었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는 현재 금연자 중 1,042명(27.2%)이었고,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11,972명

(3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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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Variables Total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p-value

Pack years of cigarette

0–9 12,610 (32.3) 1,074 (28.1) 11,536 (32.8)

<.0001
10–19 9,801 (25.1) 879 (23.0) 8,922 (25.4)

20–29 7,381 (18.9) 635 (16.6) 6,746 (19.2)

≥30 9,202 (23.6) 1,238 (32.4) 7,964 (22.7)

Secondhand smoke

None 26,796 (68.7) 2,732 (71.4) 24,064 (68.4)

<.0001
At home 1,231 (3.2) 52 (1.4) 1,179 (3.4)

At workplace 10,244 (26.3) 1,018 (26.6) 9,226 (26.2)

At both places 723 (1.9) 24 (0.6) 699 (2.0)

Smoking cessation campaign

No 4,458 (11.4) 556 (14.5) 3,902 (11.1)
<.0001

Exposed in recent 1 year 34,536 (88.6) 3,270 (85.5) 31,266 (88.9)

Smoking cessation class

No 34,822 (89.3) 3,359 (87.8) 31,463 (89.5)
.002

Participated in recent 1 year 4,172 (10.7) 467 (12.2) 3,705 (10.5)

Alcohol use

High-risk drinking 14,224 (36.5) 1,189 (31.1) 13,035 (37.1)
<.0001

Low-risk drinking 24,770 (63.5) 2,637 (68.9) 22,133 (62.9)

Stress level

High 13,014 (33.4) 1,042 (27.2) 11,972 (34.0)
<.0001

Low 25,980 (66.6) 2,284 (72.8) 23,196 (66.0)

Total 38,994 (100) 3,826 (9.8) 35,168 (90.2) 　

*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Table 3. Smoking-related factors and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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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Variables Total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p-value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No or zero quit attempts 13,889 (35.6) 319 (8.3) 13,570 (38.6)
<.0001

Yes 25,105 (64.4) 3,507 (91.7) 21,598 (61.4)

NRT†

No or zero quit attempts 33,487 (85.9) 3,219 (84.1) 30,268 (86.1)
.001

Yes 5,507 (14.1) 607 (15.9) 4,900 (13.9)

Herbal cigarettes

No or zero quit attempts 37,405 (95.9) 3,684 (96.3) 33,721 (95.9)
.225

Yes 1,589 (4.1) 142 (3.7) 1,447 (4.1)

Acupuncture therapy

No or zero quit attempts 38,359 (98.4) 3,775 (98.7) 34,584 (98.3)
.118

Yes 635 (1.6) 51 (1.3) 584 (1.7)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No or zero quit attempts 38,268 (98.1) 3,685 (96.3) 34,583 (98.3)
<.0001

Yes 726 (1.9) 141 (3.7) 585 (1.7)

Total 38,994 (100) 3,826 (9.8) 35,168 (90.2) 　

*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able 4. Methods of smoking cessation and smoking cessation

3) 금연 방법과 금연 상태

최근 1년 이내 금연 방법 별 금연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의지로 참음, 니코틴 대체요법,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금연을 위해 의지로 참은 경우는 25,105명(64.4%)이었고, 현재 금연자 중에서

는 3,507명(91.7%),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21,598명(61.4%)이 이에 해당하였다. 니

코틴 대체요법은 총 5,507명(14.1%)이 사용했다. 현재 금연자 중 607명(15.9%)이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도했으며,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4,900명(13.9%)이 시도하였

다.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를 받은 경우는 726명(1.9%)이었다. 현재 금연자

중에서는 141명(3.7%)이었고,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585명(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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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Variables Total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p-value

Smoking cessation clinic

No or zero quit attempts 34,851 (89.4) 3,198 (83.6) 31,653 (90.0)
<.0001

Yes 4,143 (10.6) 628 (16.4) 3,515 (10.0)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No or zero quit attempts 37,635 (96.5) 3,628 (94.8) 34,007 (96.7)
<.0001

Yes 1,359 (3.5) 198 (5.2) 1,161 (3.3)

Total 38,994 (100) 3,826 (9.8) 35,168 (90.2) 　

*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Table 5. National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and smoking
cessation

4)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금연 상태

최근 1년 이내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과 금연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최근 1년 이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사람은 4,143명(10.6%)이었다. 현

재 금연자 중에서는 628명(16.4%)이 이를 이용하였고,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3,515명(10.0%)이 이용하였다.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한 사람은 1,359명(3.5%)이었

다. 현재 금연자 중에서는 198명(5.2%)이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였고, 현재 흡연

자 중에서는 1,161명(3.3%)이 이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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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Variables Total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p-value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No 24,578 (63.0) 2,096 (54.8) 22,482 (63.9)
<.0001

Yes 14,416 (37.0) 1,730 (45.2) 12,686 (36.1)

Total 38,994 (100) 3,826 (9.8) 35,168 (90.2) 　

*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Table 6.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and smoking cessation

5) 담뱃값 인상과 금연 상태

2015년 담뱃값 인상과 금연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담뱃

값 인상의 영향 여부와 현재 금연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담뱃값 인상

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4,416명(37.0%)이었다. 현재 금연자 중에

서는 45.2%에 상당하는 1,730명이, 현재 흡연자 중에서는 36.1%인 12,686명이 이

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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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금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흡

연 관련 요인, 금연 방법,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담뱃값 인상을 독립변수로 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는 성별, 나이, 월 가구소득, 교육 수준, 결

혼 상태, 직업, 거주지, 누적 흡연량, 간접흡연, 최근 1년 이내 금연 캠페인 노출,

최근 1년 이내 금연 교육 참석, 음주상태, 스트레스 수준, 의지로 참음, 니코틴 대

체요법, 금연초, 금연침,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 금연클리닉 이용, 금연상담

전화 이용,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다.

이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와

Condition Index를 확인하였다.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10을 넘은 변수는 없

었다. 정확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Condition Index를 확인하였을 때, 39

번째 항목에서 Condition Index가 28.41로 30을 초과하지 않았고, 변수들의

proportion of variation이 0.5를 초과하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

기 때문에 모든 독립변수를 모두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금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45세 이상 65세 미만

(OR: 0.70, 95% CI: 0.62-0.7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 가

구소득(600만원 이상 OR: 1.24, 95% CI: 1.05-1.46), 결혼 상태(결혼 후 같이 생활

OR: 1.32, 95% CI: 1.17-1.48), 직업(판매서비스직 OR: 0.69, 95% CI: 0.59-0.81;

기능단순노무직 OR: 0.78, 95% CI: 0.68-0.89; 기타 OR: 1.26, 95% CI: 1.07-1.48)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 관련 요인 중 누적 흡연량이 많을수록 금연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갑년 이상 20갑년 미만 OR: 1.26, 95% CI: 1.12-1.42; 20갑년 이상 30갑년 미만

OR: 1.30, 95% CI: 1.12-1.50; 30갑년 이상 OR: 2.48, 95% CI: 2.13-2.87). 흡연자

가 집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금연율이 낮았다(집에

서만 노출 OR: 0.41, 95% CI: 0.30-0.56; 모두 노출 OR: 0.42, 95% CI: 0.24-0.72).

그러나 직장에서만 노출된 경우에는 금연율이 높았다(OR: 1.17,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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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9). 또한 금연 캠페인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율이 낮았

다(OR: 0.72, 95% CI: 0.64-0.82). 고위험 음주에 비해서는 저위험 음주가 금연율

이 높았고(OR: 1.27, 95% CI: 1.16-1.39),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 보다 낮은 군

이 금연율이 높았다(OR: 1.41, 95% CI: 1.28-1.54).

금연 방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지로 참거나(OR:

6.55, 95% CI: 5.68-7.56)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를 받는 경우(OR: 2.11, 95%

CI: 1.59-2.80) 금연을 더 잘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니코틴 대체요법(OR: 0.77,

95% CI: 0.67-0.89), 금연초(OR: 0.70, 95% CI: 0.56-0.89)와 금연침(OR: 0.46, 95%

CI: 0.30-0.68)을 이용한 경우에는 금연율이 훨씬 더 낮았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금연하는 비율이 높았다(OR: 1.59, 95% CI: 1.36-1.86). 담뱃값 인상 또한 금연에

효과적이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본인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금연하는 비율이 높았다(OR: 1.34, 95% CI:

1.23-1.46).

금연 관련 주요 요인 별로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하위그

룹 분석을 진행하였다(부록 2 참조). 월 소득 300만원 미만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경우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OR: 1.39,

95% CI: 1.15-1.6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OR: 1.59, 95% CI: 1.31-1.92; 600

만원 이상 OR: 1.73, 95% CI: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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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dds Ratio 95% CI

Sex 　 　

Male 0.90 (0.73 - 1.10)

Female 1.00

Age 　

19–44 1.00 　

45–64 0.70 (0.62 - 0.78)

65–74 0.94 (0.78 - 1.13)

≥75 0.90 (0.68 - 1.19)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1.00 　

2–3 1.08 (0.95 - 1.24)

3–4 1.10 (0.96 - 1.26)

4–6 1.07 (0.93 - 1.23)

≥6 1.24 (1.05 - 1.4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0 　

Middle school 0.93 (0.76 - 1.14)

High school 0.92 (0.77 - 1.09)

≥College 1.28 (1.06 - 1.53)

Marital status 　

Not married 1.00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1.32 (1.17 - 1.48)

Divorced/separated/bereaved 1.00 (0.83 - 1.21)

Occupations 　

Expert or manager 1.00 　

Office job 0.88 (0.76 - 1.02)

Sales and service 0.69 (0.59 - 0.8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0.92 (0.76 - 1.12)

Simple labor 0.78 (0.68 - 0.89)

Others 1.26 (1.07 - 1.48)

Residential area 　

Metropolis 1.00 　

Local small city 1.02 (0.93 - 1.12)

Country 0.91 (0.81 - 1.02)

Pack years of cigarette 　

0–9 1.00

10–19 1.26 (1.12 - 1.42)

20–29 1.30 (1.12 - 1.50)

≥30 2.48 (2.13 - 2.87)

Secondhand smoke 　

None 1.00 　

At home 0.41 (0.30 - 0.56)

Table 7. Factors affecting smoking cessation



- 27 -

Variables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dds Ratio 95% CI

At workplace 1.17 (1.06 - 1.29)

At both places 0.42 (0.24 - 0.72)

Smoking cessation campaign 　

No 1.00 　

Exposed in recent 1 year 0.72 (0.64 - 0.82)

Smoking cessation class 　

No 1.00 　

Participated in recent 1 year 1.03 (0.90 - 1.18)

Alcohol use 　

High-risk drinking 1.00 　

Low-risk drinking 1.27 (1.16 - 1.39)

Stress level 　

High 1.00 　

Low 1.41 (1.28 - 1.54)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Yes 6.55 (5.68 - 7.56)

NRT*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Yes 0.77 (0.67 - 0.89)

Herbal cigarette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Yes 0.70 (0.56 - 0.89)

Acupuncture therapy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Yes 0.46 (0.30 - 0.68)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Yes 2.11 (1.59 - 2.80)

Smoking cessation clinic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Yes 1.59 (1.36 - 1.86)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Yes 1.25 (0.98 - 1.59)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 　

No 1.00 　

　 Yes 1.34 (1.23 - 1.46)

*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able 7. Factors affecting smoking cessation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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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 금연클리닉 이용의 대상자 특성: 매칭 전후 비교

금연클리닉 이용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이용 여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을

진행하였다<Table 8>. 매칭 전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4,143명,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는 34,851명이었고, 금연클리닉 이용에 대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따라서 금연클리닉 이용 집단과 비이용 집단

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얻은 성향점수로 매칭한 결과, 금연클리닉 이용 집단과 비이용 집단은

각각 4,143명씩 매칭되었다. 매칭 후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집단으로 매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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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Variables

Before matching (N=38,994) After matching (N=8,286)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in
recent 1 year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in
recent 1 year

Yes No p-value Yes No p-value

Sex

Male 3,923 (94.7) 32,236 (92.5)
<.0001

3,923 (94.7) 3,929 (94.8)
.767

Female 220 (5.3) 2,615 (7.5) 220 (5.3) 214 (5.2)

Age

19–44 1,595 (38.5) 16,819 (48.3)

<.0001

1,595 (38.5) 1,598 (38.6)

.999
45–64 1,880 (45.4) 14,369 (41.2) 1,880 (45.4) 1,878 (45.3)

65–74 544 (13.1) 2,571 (7.4) 544 (13.1) 544 (13.1)

≥75 124 (3.0) 1,092 (3.1) 124 (3.0) 123 (3.0)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1,377 (33.2) 10,129 (29.1)

<.0001

1,377 (33.2) 1,391 (33.6)

.995

2–3 819 (19.8) 7,884 (22.6) 819 (19.8) 822 (19.8)

3–4 756 (18.3) 6,782 (19.5) 756 (18.3) 755 (18.2)

4–6 849 (20.5) 6,739 (19.3) 849 (20.5) 840 (20.3)

≥6 342 (8.3) 3,317 (9.5) 342 (8.3) 335 (8.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67 (11.3) 3,413 (9.8)

<.0001

467 (11.3) 467 (11.3)

.980Middle school 473 (11.4) 3,286 (9.4) 473 (11.4) 471 (11.4)

High school 1,540 (37.2) 13,414 (38.5) 1,540 (37.2) 1,558 (37.6)

≥College 1,663 (40.1) 14,738 (42.3) 1,663 (40.1) 1,647 (39.8)

Marital status

Not married 556 (13.4) 8,237 (22.6)

<.0001

556 (13.4) 561 (13.5)

.968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3,159 (76.3) 22,905 (65.7) 3,159 (76.3) 3,160 (76.3)

Divorced/separated
/bereaved

428 (10.3) 3,709 (10.6) 428 (10.3) 422 (10.2)

Occupations

Expert or manager 491 (11.9) 4,163 (12.0)

<.0001

491 (11.9) 482 (11.6)

.999

Office job 514 (12.4) 4,053 (11.6) 514 (12.4) 515 (12.4)

Sales and service 574 (13.9) 5,248 (15.1) 574 (13.9) 575 (13.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588 (14.2) 3,766 (10.8) 588 (14.2) 586 (14.1)

Simple labor 1,242 (30.0) 11,637 (33.4) 1,242 (30.0) 1,247 (30.1)

Others 734 (17.7) 5,984 (17.2) 734 (17.7) 738 (17.8)

Residential area

Metropolis 1,159 (28.0) 11,124 (31.9)

<.0001

1,159 (28.0) 1,158 (28.0)

.993Local small city 1,250 (30.2) 10,970 (31.5) 1,250 (30.2) 1,255 (30.3)

Country 1,734 (41.9) 12,757 (36.6) 1,734 (41.9) 1,730 (41.8)

Total 4,143 (10.6) 34,851 (89.4) 　 4,143 (50.0) 4,143 (50.0)

Table 8.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SM for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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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연클리닉 이용이 금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매칭 전후 비교

매칭 후 현재 금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Table 9>. Model 1은 각 변수 별 현재 금연 상태에 대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공변량을 보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Model 2는

매칭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값이다.

Model 3는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값이

다. 이에 따르면 공변량을 보정하더라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경우

금연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Model 1 OR: 1.58, 95% CI: 1.39-1.81;

Model 2 OR: 1.59, 95% CI: 1.39-1.81; Model 3 OR: 1.61, 95% CI:

1.36-1.91).

그러나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의 하나인 금연상담전화 이용 효과는 다르

게 나타났다.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 공변량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는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del 1 OR: 1.22, 95% CI:

1.02-1.46). 하지만 공변량을 모두 통제한 경우 실제 금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odel 3 OR: 0.97, 95% CI: 0.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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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fter matching
(Model 1)

After matching
(Model 2)

After matching
(Model 3)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R 95% CI OR 95% CI OR 95% CI

Sex 　 　 　 　 　　 　

　Male 1.37 (0.99 - 1.90) 1.24 (0.88 - 1.74) 0.71 (0.49 - 1.02)

　Female 1.00 　 1.00 　 1.00 　

Age 　 　 　 　 　

　19–44 1.00 　 1.00 　 1.00 　

　45–64 1.21 (0.97 - 1.30) 1.09 (0.92 - 1.30) 0.77 (0.63 - 0.94)

　65–74 1.79 (1.43 - 2.17) 1.65 (1.28 - 2.14) 1.11 (0.84 - 1.46)

　≥75 1.71 (1.21 - 2.42) 1.61 (1.07 - 2.41) 1.13 (0.73 - 1.72)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1.00 　 1.00 　 1.00 　

　2–3 0.99 (0.82 - 1.18) 1.19 (0.97 - 1.45) 1.18 (0.96 - 1.45)

　3–4 0.83 (0.68 - 1.01) 1.01 (0.81 - 1.26) 1.00 (0.80 - 1.26)

　4–6 0.90 (0.75 - 1.09) 1.10 (0.87 - 1.38) 1.10 (0.87 - 1.38)

　≥6 1.09 (0.85 - 1.39) 1.29 (0.98 - 1.70) 1.28 (0.96 - 1.7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0 　 1.00 　 1.00 　

　Middle school 1.04 (0.82 - 1.34) 1.14 (0.89 - 1.48) 1.19 (0.91 - 1.55)

　High school 0.65 (0.53 - 0.80) 0.82 (0.64 - 1.04) 0.89 (0.70 - 1.14)

　≥College 0.78 (0.63 - 0.95) 0.97 (0.74 - 1.27) 1.17 (0.89 - 1.55)

Marital status 　 　 　 　 　

　Not married 1.00 　 1.00 　 1.00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1.38 (1.12 - 1.70) 1.18 (0.93 - 1.49) 1.03 (0.80 - 1.32)

　Divorced/separated/bereaved 1.13 (0.85 - 1.51) 0.99 (0.72 - 1.36) 0.86 (0.62 - 1.20)

Occupations 　 　 　 　 　

　Expert or manager 1.00 　 1.00 　 1.00 　

　Office job 1.10 (0.85 - 1.43) 1.14 (0.87 - 1.48) 1.10 (0.84 - 1.43)

　Sales and service 0.76 (0.53 - 0.99) 0.82 (0.62 - 1.08) 0.79 (0.59 - 1.04)

　Agriculture, forestry andfisheries 1.32 (1.03 - 1.69) 1.23 (0.91 - 1.66) 1.10 (0.81 - 1.50)

　Simple labor 0.88 (0.71 - 1.11) 0.92 (0.72 - 1.17) 0.81 (0.63 - 1.05)

　Others 1.14 (0.89 - 1.44) 1.05 (0.80 - 1.39) 1.04 (0.79 - 1.38)

Residential area 　 　 　 　 　

　Metropolis 1.00 　 1.00 　 1.00 　

Table 9. The difference in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fter PSM for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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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fter matching
(Model 1)

After matching
(Model 2)

After matching
(Model 3)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R 95% CI OR 95% CI OR 95% CI

　Local small city 0.93 (0.78 - 1.10) 0.93 (0.78 - 1.10) 0.98 (0.82 - 1.17)

　Country 0.94 (0.80 - 1.10) 0.83 (0.69 - 0.99) 0.86 (0.71 - 1.02)

Pack years of cigarette 　 　 　 　 　

　0–9 1.00 　 　 　 1.00 　

　10–19 1.25 (1.02 - 1.53) 　 　 1.43 (1.15 - 1.78)

　20–29 1.24 (1.00 - 1.53) 　 　 1.58 (1.24 - 2.02)

　≥30 2.22 (1.85 2.66) 　 　 3.00 (2.36 - 3.81)

Secondhand smoke 　 　 　 　 　

　No exposure 1.00 　 　 　 1.00 　

　At home 0.37 (0.19 - 0.73) 　 　 0.42 (0.21 - 0.85)

　At workplace 1.06 (0.92 - 1.23) 　 　 1.22 (1.04 - 1.43)

　At both places 0.46 (0.21 - 0.99) 　 　 0.56 (0.25 - 1.24)

Smoking cessation campaign 　 　 　 　

　No 1.00 　 　 　 1.00 　

　Exposed in recent 1 year 0.68 (0.56 - 0.83) 　 　 0.61 (0.49 - 0.75)

Smoking cessation class 　 　 　 　 　

　No 1.00 　 　 　 1.00 　

　Participated in recent 1 year 1.44 (1.23 - 1.69) 　 　 1.34 (1.13 - 1.59)

Alcohol use 　 　 　 　 　

　High-risk drinking 1.00 　 　 　 1.00 　

　Low-risk drinking 1.21 (1.06 - 1.40) 　 　 1.18 (1.02 - 1.37)

Stress level 　 　 　 　 　

　High 1.00 　 　 　 1.00 　

　Low 1.40 (1.21 - 1.62) 　 　 1.37 (1.18 - 1.60)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2.60 (2.20 - 3.08) 　 　 2.65 (2.23 - 3.15)

NRT*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1.08 (0.95 - 1.24) 　 　 0.80 (0.68 - 0.95)

Herbal cigarettes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Table 9. The difference of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fter PSM for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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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fter matching
(Model 1)

After matching
(Model 2)

After matching
(Model 3)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R 95% CI OR 95% CI OR 95% CI

　Yes 0.87 (0.68 - 1.10) 　 　 0.74 (0.57 - 0.95)

Acupuncture therapy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0.71 (0.51 - 0.99) 　 　 0.59 (0.42 - 0.83)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1.78 (1.38 - 2.30) 　 　 1.77 (1.34 - 2.35)

Smoking cessation clinic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1.00 　

　Yes 1.58 (1.39 - 1.81) 1.59 (1.39 - 1.81) 1.61 (1.36 - 1.91)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1.22 (1.02 - 1.46) 　 　 0.97 (0.79 - 1.19)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No 1.00 　 　 　 1.00 　

　Yes 1.32 (1.16 - 1.50) 　 　 　　 1.22 (1.07 - 1.40)

Model 1: Crude OR, Model 2 & Model 3: Adjusted for each other included in the model.
*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able 9. The difference of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fter PSM for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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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 유무에 따른 대상자 특성: 매칭 전후 비교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 금연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

여 담뱃값 인상의 영향 여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성향점수

매칭을 진행하였다<Table 10>. 매칭 전 담뱃값 인상에 영향을 받은 대상자

는 14,416명, 영향 받지 않은 대상자는 24,578명이었고,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따라서 담뱃값 인상에 영향을 받은 집

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얻은 성향점수로 매칭한 결과, 담뱃값 인상에

영향을 받은 집단과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은 각각 14,188명씩 매칭되었다..

매칭 후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므로 동일한 집단으로 매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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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Variables

Before matching (N=38,994) After matching (N=28,376)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Yes No p-value Yes No p-value

Sex

Male 13,312 (92.3) 22,847 (93.0)
.024

13,126 (92.5) 13,204 (93.1)
.073

Female 1,104 (7.7) 1,731 (7.0) 1,062 (7.5) 984 (6.9)

Age

19–44 6,199 (43.0) 12,215 (49.7)

<.0001

6,194 (43.7) 6,289 (44.3)

.699
45–64 6,113 (42.4) 10,136 (41.2) 6,030 (42.5) 5,977 (42.1)

65–74 1,495 (10.4) 1,620 (6.6) 1,387 (9.8) 1,361 (9.6)

≥75 609 (4.2) 607 (2.5) 577 (4.1) 561 (4.0)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5,317 (36.9) 6,189 (25.2)

<.0001

5,094 (35.9) 5,073 (35.8)

.957

2–3 3,218 (22.3) 5,485 (22.3) 3,213 (22.7) 3,259 (23.0)

3–4 2,503 (17.4) 5,035 (20.5) 2,503 (17.6) 2,517 (17.4)

4–6 2,412 (16.7) 5,176 (21.1) 2,412 (17.0) 2,389 (16.8)

≥6 966 (6.7) 2,693 (11.0) 966 (6.8) 950 (6.7)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908 (13.2) 1,972 (8.0)

<.0001

1,778 (12.5) 1,728 (12.2)

.538Middle school 1,685 (11.7) 2,074 (8.4) 1,611 (11.4) 1,618 (11.4)

High school 5,514 (38.3) 9,440 (38.4) 5,494 (38.7) 5,430 (38.3)

≥College 5,309 (36.8) 11,092 (45.1) 5,305 (37.4) 5,412 (38.1)

Marital status

Not married 3,174 (22.0) 5,619 (22.9)

<.0001

3,151 (22.2) 3,215 (22.7)

.427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9,469 (65.7) 16,595 (67.5) 9,365 (66.0) 9,360 (66.0)

Divorced/separated
/bereaved

1,773 (12.3) 2,364 (9.6) 1,672 (11.8) 1,613 (11.4)

Occupations

Expert or manager 1,374 (9.5) 3,280 (13.4)

<.0001

1,374 (9.7) 1,361 (9.6)

.917

Office job 1,372 (9.5) 3,195 (13.0) 1,372 (9.7) 1,368 (9.6)

Sales and service 1,887 (13.1) 3,935 (16.0) 1,887 (13.3) 1,829 (12.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801 (12.5) 2,553 (10.4) 1,785 (12.6) 1,775 (12.5)

Simple labor 4,968 (34.5) 7,911 (32.2) 4,928 (34.7) 4,978 (35.1)

Others 3,014 (20.9) 3,704 (15.1) 2,842 (20.0) 2,877 (20.3)

Residential area

Metropolis 4,484 (31.1) 7,799 (31.7)

<.0001

4,385 (30.9) 4,322 (30.5)

.633Local small city 4,335 (30.1) 7,885 (32.1) 4,280 (30.2) 4,343 (30.6)

Country 5,597 (38.8) 8,894 (36.2) 5,523 (38.9) 5,523 (38.9)

Total 14,416 (37.0) 24,578 (63.0) 　 14,188 (50.0) 14,188 (50.0)

Table 10.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SM for the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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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답뱃값 인상이 금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매칭 전후 비교

매칭 후 현재 금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Table 11>. Model 1은 각 변수 별 현재 금연 상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공변량을 보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Model 2

는 매칭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값이

다. Model 3는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값

이다. 이에 따르면 공변량을 보정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경우

금연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Model 1 OR: 1.35, 95% CI: 1.25-1.46;

Model 2 OR: 1.36, 95% CI: 1.26-1.47; Model 3 OR: 1.26, 95% CI:

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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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fter matching
(Model 1)

After matching
(Model 2)

After matching
(Model 3)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R 95% CI OR 95% CI OR 95% CI

Sex 　 　 　 　 　　 　

　Male 1.47 (1.24 - 1.74) 1.29 (1.08 - 1.54) 0.81 (0.67 - 0.98)

　Female 1.00 　 1.00 　 1.00 　

Age 　 　 　 　 　

　19–44 1.00 　 1.00 　 1.00 　

　45–64 1.04 (0.95 - 1.13) 1.04 (0.94 - 1.15) 0.74 (0.66 - 0.83)

　65–74 1.83 (1.63 - 2.06) 1.72 (1.47 - 2.02) 1.16 (0.98 - 1.38)

　≥75 1.75 (1.48 - 2.08) 1.64 (1.32 - 2.03) 1.14 (0.90 - 1.43)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1.00 　 1.00 　 1.00 　

　2–3 0.94 (0.85 - 1.05) 1.08 (0.97 - 1.22) 1.10 (0.98 - 1.24)

　3–4 0.97 (0.87 - 1.09) 1.08 (0.95 - 1.22) 1.09 (0.96 - 1.24)

　4–6 0.95 (0.85 - 1.06) 1.00 (0.88 - 1.14) 1.00 (0.88 - 1.15)

　≥6 1.21 (1.04 - 1.40) 1.26 (1.06 - 1.48) 1.27 (1.07 - 1.5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0 　 1.00 　 1.00 　

　Middle school 0.79 (0.68 - 0.91) 0.93 (0.80 - 1.09) 0.89 (0.76 - 1.04)

　High school 0.63 (0.56 - 0.71) 0.87 (0.76 - 1.00) 0.88 (0.76 - 1.02)

　≥College 0.84 (0.75 - 0.94) 1.18 (1.01 - 1.38) 1.25 (1.06 - 1.47)

Marital status 　 　 　 　 　

　Not married 1.00 　 1.00 　 1.00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1.48 (1.34 - 1.63) 1.40 (1.24 - 1.57) 1.21 (1.07 - 1.37)

　Divorced/separated/bereaved 0.98 (0.84 - 1.15) 0.98 (0.83 - 1.17) 0.86 (0.72 - 1.03)

Occupations 　 　 　 　 　

　Expert or manager 1.00 　 1.00 　 1.00 　

　Office job 0.99 (0.84 - 1.17) 1.01 (0.86 - 1.19) 0.97 (0.81 - 1.15)

　Sales and service 0.67 (0.56 - 0.79) 0.77 (0.65 - 0.91) 0.74 (0.63 - 0.89)

　Agriculture, forestry andfisheries 1.16 (0.99 - 1.35) 1.17 (0.98 - 1.40) 1.05 (0.87 - 1.26)

　Simple labor 0.75 (0.65 - 0.86) 0.86 (0.75 - 1.00) 0.80 (0.69 - 0.93)

　Others 1.01 (0.87 - 1.16) 1.08 (0.92 - 1.27) 1.10 (0.93 - 1.29)

Residential area 　 　 　 　 　

　Metropolis 1.00 　 1.00 　 1.00 　

Table 11. The difference in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fter PSM for the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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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fter matching
(Model 1)

After matching
(Model 2)

After matching
(Model 3)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R 95% CI OR 95% CI OR 95% CI

　Local small city 1.08 (0.98 - 1.19) 1.09 (0.99 - 1.20) 0.98 (0.82 - 1.17)

　Country 1.06 (0.96 - 1.16) 0.95 (0.86 - 1.06) 0.86 (0.71 - 1.02)

Pack years of cigarette 　 　 　 　 　

　0–9 1.00 　 　 　 1.00 　

　10–19 1.09 (0.98 - 1.22) 　 　 1.31 (1.16 - 1.48)

　20–29 1.08 (0.96 - 1.22) 　 　 1.46 (1.27 - 1.68)

　≥30 1.80 (1.63 1.99) 　 　 2.76 (2.40 - 3.17)

Secondhand smoke 　 　 　 　 　

　No exposure 1.00 　 　 　 1.00 　

　At home 0.41 (0.30 - 0.56) 　 　 0.48 (0.35 - 0.66)

　At workplace 0.97 (0.89 - 1.05) 　 　 1.10 (1.00 - 1.21)

　At both places 0.31 (0.20 - 0.49) 　 　 0.45 (0.28 - 0.71)

Smoking cessation campaign 　 　 　 　

　No 1.00 　 　 　 1.00 　

　Exposed in recent 1 year 0.74 (0.67 - 0.83) 　 　 0.67 (0.59 - 0.75)

Smoking cessation class 　 　 　 　 　

　No 1.00 　 　 　 1.00 　

　Participated in recent 1 year 1.17 (1.04 - 1.31) 　 　 1.10 (0.97 - 1.25)

Alcohol use 　 　 　 　 　

　High-risk drinking 1.00 　 　 　 1.00 　

　Low-risk drinking 1.27 (1.17 - 1.38) 　 　 1.21 (1.11 - 1.32)

Stress level 　 　 　 　 　

　High 1.00 　 　 　 1.00 　

　Low 1.45 (1.33 - 1.59) 　 　 1.43 (1.31 - 1.57)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6.84 (5.99 - 7.81) 　 　 7.26 (6.35 - 8.31)

NRT*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1.20 (1.08 - 1.24) 　 　 0.86 (0.75 - 0.98)

Herbal cigarettes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Table 11. The difference of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fter PSM for the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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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fter matching
(Model 1)

After matching
(Model 2)

After matching
(Model 3)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OR 95% CI OR 95% CI OR 95% CI

　Yes 0.84 (0.68 - 1.03) 　 　 0.63 (0.51 - 0.79)

Acupuncture therapy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0.80 (0.58 - 1.11) 　 　 0.56 (0.39 - 0.79)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2.07 (1.66 - 2.57) 　 　 2.12 (1.66 - 2.71)

Smoking cessation clinic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1.72 (1.55 - 1.91) 1.54 (1.33 - 1.77)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00 　

　Yes 1.66 (1.40 - 1.97) 　 　 1.20 (0.97 - 1.47)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No 1.00 　 1.00　 　 1.00 　

　Yes 1.35 (1.25 - 1.46) 1.36 (1.26 - 1.47) 1.26 (1.17 - 1.37)

Model 1: Crude OR, Model 2 & Model 3: Adjusted for each other included in the model.
*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able 11. The difference of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fter PSM for the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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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RMSEA CFI TLI

기준치 ≤.05 ≥.9 ≥.9

모형 .028 .987 .957

Table 12. Fit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3. 금연 상태의 인과 관계: 경로 분석을 이용하여

1)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문헌고찰과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금연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 변수를

경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내생변수(종속변수)는 금연, 담뱃값 인상의 영향, 금연클

리닉 이용,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설정하였다. 외생변수(독립변수)로 월 가구소득,

교육수준, 누적 흡연량, 의지로 참음,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는 순위형 변수이나 월 가구소득, 교육수준이 선형 모형에 부합하지 않

아 이 두 변수를 이분변수로 두고 분석하였다. 월 가구소득은 ‘6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두었다.

금연 관련 변수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1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RMSEA는 .028, CFI는 .987, TLI는 .957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만족함을 알 수 있

다.

2) 가설적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13>과 같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은 금연

클리닉 이용(Std. β=.104, p<.001), 금연 교육(Std. β=.069, p<.001), 의지로 참음

(Std. β=.173, p<.001)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

득(Std. β=-.279, p<.001), 교육 수준(Std. β=-.322, p<.001), 누적 흡연량(Std.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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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p<.001)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에 의

한 금연 치료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Std. β=.069, p=.152).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4.5%였다.

금연클리닉 이용에는 누적 흡연량(Std. β=.105, p<.001), 금연 교육(Std. β

=.683, p<.001), 의지로 참음(Std. β=.231, p<.001),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

(Std. β=1.072, p<.001)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

득(Std. β=-.063, p<.001)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

준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Std. β=.0290, p=.170).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

은 9.1%였다.

니코틴 대체요법에는 금연클리닉 이용(Std. β=.792, p<.001)과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Std. β=.123, p=.005)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63.2%였다.

금연에는 담뱃값 인상의 영향(Std. β=.074, p<.001), 금연클리닉 이용(Std. β

=.304, p<.001), 월 가구소득(Std. β=.083, p<.001), 의지로 참음(Std. β=.831,

p<.001)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

은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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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estimates(β) S.E.

Standardized
estimates
(Std. β)

p-va
lue

SMC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Smoking cessation
clinic

.101 .010 .104 <.001

.045

Family income -.285 .024 -.279 <.001

Education -.329 .017 -.322 <.001

Pack years of
cigarette -.013 .006 -.012 .039

Smoking cessation
class .070 .022 .069 <.00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177 .014 .173 <.00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071 .049 .069 .152

Smoking
cessation clinic

Family income -.067 .028 -.063 .018

.091

Education .030 .022 .029 .170

Pack years of
cigarette .111 .007 .105 <.001

Smoking cessation
class .716 .023 .683 <.00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242 .018 .231 <.00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1.124 .048 1.072 <.001

NRT*

Smoking cessation
clinic 1.245 .024 .792 <.001

.632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202 .072 .123 .005

Smoking
cessation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081 .012 .074 <.001

.220

Smoking cessation
clinic

.329 .033 .305 <.001

Family income .094 .032 .083 .003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941 .028 .831 <.001

NRT -.154 .020 -.225 <.00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397 .055 .351 <.001

*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able 13. Path coefficients of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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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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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RMSEA CFI TLI

기준치 ≤.05 ≥.9 ≥.9

모형 .010 .999 .996

적합 유무 적합 적합 적합

Table 14. Fit indices for the revised model

3)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

가설적 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를 제고하고자 유의하지 않은 변

수를 경로에서 제하고 의미가 있더라도 그 효과 크기가 낮은 변수를 모형에서 제

하였다. 이에 따른 금연 관련 변수에 대한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검증 결과 RMSEA는 .010, CFI는 .999, TLI는 .996로, 이들

적합지수들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정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수정 경로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15>와 같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은 금

연클리닉 이용(Std. β=.112, p<.001), 의지로 참음(Std. β=.166, p<.001)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Std. β=-.330, p<.001)은 유의

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3%였다.

금연클리닉 이용은 금연 교육(Std. β=.65, p<.001), 의지로 참음(Std. β=.211,

p<.001),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Std. β=1.119, p<.001)에 유의한 긍정적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Std. β=-.073, p=.006)은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7.8%였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Std. β=.790, p<.001)과 의사 처

방에 의한 금연 치료(Std. β=.095, p=.007)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약 62.8%였다.

금연은 담뱃값 인상의 영향(Std. β=.79, p<.001), 금연클리닉 이용(Std. β

=.276, p<.001), 월 가구소득(Std. β=.57, p=.041), 의지로 참음(Std. β=.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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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estimates(β) S.E.

Standardized
estimates
(Std. β)

p-va
lue SMC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Smoking cessation
clinic .110 .010 .112 <.001

.030Family income -.335 .024 -.330 <.00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169 .014 .166 <.001

Smoking
cessation clinic

Family income -.076 .028 -.073 .006

.078

Smoking cessation
class

.687 .023 .065 <.00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220 .018 .211 <.00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1.166 .048 1.119 <.001

NRT*

Smoking cessation
clinic 1.244 .024 .790 <.001

.628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156 .073 .095 .007

Smoking
cessation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087 .012 .079 <.001

.207

Smoking cessation
clinic .297 .032 .276 <.001

Family income .064 .031 .057 .04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909 .027 .809 <.001

NRT -.134 .019 -.196 <.00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441 .034 .393 <.001

*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able 15. Path coefficients of the revised model

p<.001),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Std. β=.393, p<.001)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대체요법(Std. β=-.196, p<.001)은 유의한 부정

적 영향을 주었다.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2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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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수정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6>

과 같다.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담뱃값 인상의 영향(Std. β=.079,

p<.001), 금연클리닉 이용(Std. β=.129, p<.001), 금연 교육(Std. β=.085, p<.001),

의지로 참음(Std. β=.850, p<.001),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Std. β=.519,

p<.001)가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대체요법

(Std. β=-.196, p<.001)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

구소득은 총 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Std. β=.022, p=.434).

담뱃값 인상의 영향은 금연클리닉 이용(Std. β=.112, p<.001), 금연 교육(Std.

β=.074, p<.001), 의지로 참음(Std. β=.190, p<.001),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

(Std. β=.126, p<.001)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Std. β=-.338, p<.001)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에는 금연 교육(Std. β=.065, p<.001), 의지로 참음

(Std. β=.221, p<.001),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Std. β=1.119, p<.001)가 유의

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월 가구소득(Std. β=-.073, p=.006)은 유의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니코틴 대체요법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Std. β=.790, p<.001), 금연 교

육(Std. β=.052, p<.001), 의지로 참음(Std. β=.167, p<.001), 의사 처방에 의한 금

연 치료(Std. β=.980, p<.001)가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월 가구소득

(Std. β=-.058, p=.006)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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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Total effect
(p-value)

Direct effect
(p-value)

Indirect effect
(p-value)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Smoking cessation clinic .112(<.001) .112(<.001) N/A

Family income -.338(<.001) -.330(<.001) -.008(.008)

Smoking cessation class .074(<.001) N/A .074(<.00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190(<.001) .166(<.001) .024(<.00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126(<.001) .126(<.001) N/A

Smoking
cessation clinic

Family income -.073(.006) -.073(.006) N/A

Smoking cessation class .065(<.001) .065(<.001) N/A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211(<.001) .211(<.001) N/A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1.119(<.001) 1.119(<.001) N/A

NRT*

Smoking cessation clinic .790(<.001) .790(<.001) N/A

Family income -.058(.006) N/A -.058(.006)

Smoking cessation class .052(<.001) N/A .052(<.00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167(<.001) N/A .167(<.00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980(<.001) .095(<.001) .885(<.001)

Smoking
cessation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079(<.001) .079(<.001) N/A

Smoking cessation clinic .129(<.001) .276(<.001) -.146(<.001)

Family income .022(.434) .057(.041) -.035(<.001)

Smoking cessation class .085(<.001) N/A .080(<.001)

Suppression of smoking
desire .850(<.001) .809(<.001) .040(<.001)

NRT -.196(<.001) -.196(<.001) N/A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519(<.001) .393(<.001) .126(<.001)

*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able 16. The effect coefficients of the revi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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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 diagram of the revi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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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흡연은 폐암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금연 및

흡연 예방은 가장 쉬운 질병 예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흡연율 감소를 목

표로 개발된 여러 국가 정책 중,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2015년의 담뱃값 인상의 금연

실천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

다.

1.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금연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일반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경로 분석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은 실제로 금연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금연클리닉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니코틴 대체요법이 본 연구에서

는 금연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OR: 0.77, 95% CI: 0.67-0.89).

이는 니코틴 대체요법을 받은 경우 재흡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미작 & 정인숙, 2011; 김이순 & 김윤희, 2011).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라 니코틴 대체요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보건복지

부, 2017).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니코틴 대체요법의 금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에는 니

코틴 의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분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위의 선

행연구에서 니코틴 의존도가 통제되었음에도 니코틴 대체요법의 사용이 재흡연의 요

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니코틴 대체요법이 금연에 부정적 효과를 보

인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경로분석에서 금연클리닉의 니코틴 대체요법에의 직접효과는 Std. β

=.790(p<.001)로 매우 컸고, 금연클리닉 이용과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 두 변수

가 니코틴 대체요법 이용의 60% 이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금연클리닉에서 니코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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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요법을 사용한 경우 금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Std. β=-.146, p<.001), 금연클

리닉 이용은 금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td. β=.129, p<.001). 이를 미루어 볼

때 금연클리닉의 상담·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금연클리닉

에서는 니코틴 대체요법에 집중하기 보다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타깝게도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 성공률은 2012년 66%까지 올랐으나, 2016년 기준 41%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보건복지부, 2017).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담뱃값 인상 이후로 대폭 증가되

고 있는 만큼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이다. 또한 자기 효능감이나

금연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서도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금연클리닉이 금연에 효과적이었던 것에 반해 금연전화상담은 금연에 효과가 없

게 나타났다(OR: 1.25, 95% CI: 0.98-1.59). 이는 전화 상담도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한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Stead, Hartmann-Boyce, Perera, & Lancaster, 2013).

금연상담전화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후에 금연상담전화의 낮은 금연 효과에 대

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로지스틱 분석에서 금연 프로그램의 일종인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도 금연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R: 2.11, 95% CI: 1.59-2.80). 경로분석에서 니코틴 대

체요법에 대한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의 총 효과(Std. β=.980, p<.001)는 금연클

리닉을 이용한 경우(Std. β=.790, p<.001)보다 컸다.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니코틴

대체요법을 이용한 경우 금연에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회귀분석과 경로분석

모두에서 금연클리닉보다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가 금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는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인 만큼 참여자

의 프로그램 순응도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보건소 금연클리닉, 의사의 금연 치료 모두 금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금연 프로그램에서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은 그 효과를 제대

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연 보조제에 의존하게 될 경우 오히려 금연 저해 요

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연 프로그램에는 상담·교육을 통해 흡연자의 금

연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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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

본 연구에서 담뱃값 인상이 본인의 흡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 실제로

금연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1.34, 95% CI: 1.23-1.46). 이는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Cavazos-Rehg et al., 2014; Jha &

Peto, 2014). 또한 2004년에 있었던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Choi, 2016). 특히 2015년 담뱃값 인상의 일평균 흡연량 변화에 대

한 연구에서도 담뱃값 인상이 흡연량 감소를 이끌었다고 평가하였다(김영직 등,

2017). 해당 연구는 복지패널 2014-2015년도 자료를 이용해 정책 시행 전후 비교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담뱃값 인상 후 일평균 흡연량이 15.56개피에서 11.77개피로 감

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측

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량 감소·금연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흡연량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oi, 2016; Vijayaraghavan et al., 2013; 김영직 등, 2017). 본 연구와 동

일한 시점을 연구한 김영직 등(2017)의 연구에서는 일평균 흡연량이 상위 소득에서

3.4개피 감소, 중위 소득에서 3.49개피 감소, 하위 소득에서 4.44개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하위 군에서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일반적 로

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월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군의 금연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OR: 1.24, 95% CI: 1.05-1.46), 다른 소득 분위에서는 금연율의 차이가 없

었다.

구체적으로는 월 가구소득 각 군 별로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를 분석했을 때,

월 가구소득이 중간 이상 군에서만 담뱃값 인상 영향이 금연에 효과적이었음이 드러

났다(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OR: 1.39, 95% CI: 1.15-1.6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OR: 1.50, 95% CI: 1.31-1.92; 600만원 이상 OR: 1.73, 95% CI: 1.35-2.21). 또한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담뱃값 인상의 영향에 의한 금연

효과가 더 큰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

과 수정 모형에서 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담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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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인상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td. β=-.330, p<.001). 그러나 소득

수준이 금연에 미친 총 간접효과가 작고(Std. β=-.035, p<.001), 소득수준의 금연에의

직접효과(Std. β=.057, p=.041)가 이를 상쇄하여, 총 효과(Std. β=.022, p=.434)는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월 가구소득 낮을수록 담뱃값 인상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통제해도 고소득층의 금연율이 유의하게 더 높고,

저소득층의 금연율에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담뱃값 인상이 저

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더 큰 부담이 되므로 이들의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대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 저소득 흡연자의 특성을 면밀히 연구하여

이후 담뱃값 변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3. 금연 관련 요소와 금연

금연 방법 중 실제 금연으로 의미 있게 연결되는 방법은 본인의 의지로 참기였

다. 금연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금연초, 금연침 등의 방법

은 오히려 금연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의지로 참는 행위는 금연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로 참는 행위는 결국 반동 효과로 인해 금연 실패로 끝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Erskine, Georgiou, & Kvavilashvili, 2010). 특히 단순히 참기만 고집하

는 경우 스트레스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금연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

이다. 참는 것과 마음 챙김(mindfulness)에 대한 금연 효과 비교 실험에서는 7일 후

추적 관찰에서 두 방법 모두 금연을 효과적으로 줄였음을 보였다. 그러나 금연 방법

으로 마음 챙김 방법을 쓴 군에서만 우울 증상과 니코틴 의존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Rogojanski, Vettese, & Antony, 2011). 이를 미루어 볼 때 참는 행위 자체만

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금연 의지가 주요

한 금연 방법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기존 연구와 반대 혹은 일치한다는 해석에는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당시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금연한 사람이 모

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연 유지 기간이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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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아 금연하는 것이 단기 효과인지 장기 효과인지 판별할 수 없다.

하지만 금연 의지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무

적이다. 건강 행위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대상자의 수행 의지를 북돋기 위한 기전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Bandura의 자기효능 이론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새

로운 행동을 습득하고, 습관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중단된 행동을 재개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성공 기대감을 통해 대처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즉, 이는 동기를 유발하여

행동 변화의 결정요인이 된다(Bandura, 2010). 자기 효능감에 바탕을 둔 금연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6-12개월의 장

기 금연 효과도 높음을 설명하고 있다(Hendricks, Delucchi, & Hall, 2010; Schnoll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지로 참기가 큰 금연 효과를 보인 것은 억지로 참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금연 동기와 의지를 지지하는 조사되지

않은 잠재 변수가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차후 조사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금연에 효과적인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 니

코틴 대체요법에 대한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검(gum), 패치, 흡입기, 스프레이, 알약

등 형태에 관련 없이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행한 경우 금연에 효과적임을 도출했다.

특히 니코틴 중독 수준이 높은 흡연자에게는 고농도의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니코틴 대체 제품 2가지 방법을 같이 시행하거나, 부프로피

온(bupropion)과 같이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Stead et al., 2012). 이는

본 연구에서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우 금연에 역효과가 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니코틴 패치가 플라시보 패치에 비해 6-12개월의 장기 금연 효과가 우월하지

않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Scherphof, van den Eijnden, Engels, & Vollebergh,

2014). 연구에서 니코틴 패치의 6개월 금연효과 OR은 1.54(95% CI: 0.57-4.16)이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2개월 금연효과 OR은 0.64(95% CI: 0.21-1.93)로 떨

어졌으나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연을 위해 니코틴 대체요법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금연초와 같은 담배 대체 제품의 금연 효과도 주의해야 한다. 씹는 담배와 같은

연기 없는 담배, 전자 담배를 포함한 담배 대체 제품을 이용한 금연 시도를 분석한

연구는 이와 같은 제품이 금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Popova & L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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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다. 또한 씹는 담배가 장기 금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Lund, Scheffels, & McNeill, 2011; Tønnesen,

Mikkelsen, & Bremann, 2008) 담배 대체 제품에 의존해서는 금연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Tønnesen et al., 2008)

금연 의지가 확고해지기 전인 금연 초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몇 연구에서 금연침이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강희철, 2013; 염승

철, 2009; 임호제 등, 2006; 차윤엽, 이귀선, & 박노국, 2012). 하지만 이들 연구는 금

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분석 모델에 포함하여 통제하지 않았거나 연

구의 내외적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한 것이다. 또한 금연침의 금

연 유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수행된 중재이기에 금연침의 직접 효과를 신뢰

하기 힘들다. 이는 White, Rampes, Liu, Stead와 Campbell(2014)의 코크란 리뷰에서

도 지적되고 있다. 연구에서 금연침이 단기 효과는 있었다고 언급되었으나, 니코틴 대

체요법에 비해 더 낫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금연침의 6

개월 이상의 장기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금연침의 효과에 대

해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 흡연과 동시에 집에서 간접흡연을 같이 경험하는 경우 금연할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연 중재는 흡연자 개인에게만 집중하기

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흡연 임신 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프로그램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금연

교육이 임신 여성의 금연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Hemsing, Greaves,

O’Leary, Chan, & Okoli, 2012).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 가족 중심의 금연 중재가 필요

함에도 중재에 가족을 어떻게 포함시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상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의 흡연하는 남성 관상동맥질환자에 대한 연

구에서도 가족의 지지와 금연 실천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손행미 & 이은남,

2008). 금연 프로그램에 가족이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가족이

포함되었을 때 이들의 지지를 통한 행동 교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Westmaas, Bontemps-Jones와 Bauer(2010)는 동료(가족) 지지 프로그

램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론적 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

지의 동료(가족) 지지 프로그램 연구에 천장효과가 존재하여 중재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과 모형이 없어 지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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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효과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지지 언어가 부정적인 것이 긍정

적인 지지 보다 금연과 더 큰 관련을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에서 차후 금연 프로그램에 가족을 포함시킬 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와 담뱃값 인상의 금연에의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금연과 완전한 인

과 모형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본 연구가 단면연구이고 후향적 조사라는 점에서

지닐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이다. 또한 종속변수를 ‘최근 1년 내에 금연’한 경우 금

연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가 2015년 중순에 진행되었으므로 2014년 후반

기부터 금연을 시작한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2015년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가 연구 결과에 포함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2015년에 있었던 단년 연구로, 담뱃값 인상의 금연에의 장기 효

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금연 시작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연

구 대상자들의 금연 기간을 알 수 없고, 결국 주요 변수의 금연에의 단기, 장기 효과

가 합쳐져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6-1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금연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후의 연구는 패널 데이터 등 추적 관찰이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해 금연

에의 장기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2015년 담뱃

값 인상의 금연 효과를 밝힌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복지패널

2014-2015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명확한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김영직 등, 2017). 하지만 담뱃값 인상의 목표는 단순 흡연량 감소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금연율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과

금연의 효과를 파악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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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과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요인 별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해 인과 모형을 적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금연클리닉 이용

과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시행하여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동질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들의 금연에의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월 가구소

득이 높은 경우 담뱃값 인상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였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의 영향을 경유해 실제 금연에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는 월 가구소득이 높은 군이 더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인 금연클리닉 이용과 금연상담전화 이용을 담뱃값 인상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국가가 추진하는 금연 정책의 실제 금연 효과를 비교할 수 있었

다. 이를 기초 자료로 하여 국가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맥락

에서 금연 보조제의 사용이 금연 저해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가 금연 지

원 서비스에서 니코틴 대체요법 등의 약물 요법과 상담·교육의 비중과 그 컨텐츠 재

정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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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및 제 언

1. 결론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금

연 지원 서비스 이용과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금연한 사람과 현재 흡연자 총 38,994명이

다. 종속변수는 금연 상태로 ‘현재 금연’과 ‘현재 흡연’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인

구사회학적 요인, 흡연 관련 요인, 금연 방법,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 담뱃값 인

상 변수로 설정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AS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Cary, USA)

과 Mplus 7.4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USA)을 이용하였다.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와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금연자는 3,826명(9.%)이고 현재 흡연자는 35,168명(90.2%)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직업, 누적 흡연량, 간접 흡

연 노출 유무, 금연 캠페인 노출 유무, 금연 교육 참여 유무, 음주 상태, 스트

레스 수준, 의지로 참음, 니코틴 대체요법,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료, 금연

클리닉 이용 유무, 금연상담전화 이용 유무,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 군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월 가구소득, 학력, 결혼 상태, 직업, 누적 흡연량, 간접 흡연 유무, 금연 캠페

인 노출 유무, 음주 상태, 스트레스 수준, 의지로 참음, 니코틴 대체요법, 금연

초, 금연침, 금연클리닉 이용 유무,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 유의한 금연 설명변

수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 별 담뱃값 인상이 금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가 높았다.

3. 경로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최종 수정 모형에서 외생

변수는 월 가구소득, 금연 교육 유무, 의지로 참음, 의사 처방에 의한 금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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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선정하였다. 내생변수로는 담뱃값 인상의 영향, 금연 클리닉 이용, 니코틴

대체요법, 금연 상태를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를 분석하였을 때 금연클리닉 이용이 담뱃값 인상의 영향보다 더 큰 금연 효

과를 보였다. 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담뱃값 인상에는 영향을 덜 받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금연에의 직접효과가 더 크

고, 이것이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상쇄한다. 따라서 결국

월 가구소득은 금연에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클리닉 이용과 담뱃값 인상은 금연에 효과적이었지만 금연상담전화는 금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니코틴 대체요법을 비롯한 약물요법을 사용한 경우 오히려 흡연

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의 구

성을 개선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

이 금연에 효과적이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금연 영향 요인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의 금연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이후 금연 정

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등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금연 효

과를 파악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 성공률이 지속적으

로 낮아지고, 본 분석에서 금연상담전화의 금연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이 드러난 상

황에서 이와 같은 추후 연구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가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득 별 담뱃값 인상에 금연 효과에 대한 추적 관찰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단년 단면 연구로서 현재 금연자들의 향후 금연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담뱃

값 인상의 금연 효과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해 담뱃값 인상의 장기 금연 효과와

소득 구간 별 금연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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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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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moking cessation in recent 1 year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No Yes

Odds Ratio Odds Ratio 95% CI

Family income per month (million KRW) 　 　 　　

<2 1.00 1.12 (0.94 - 1.33)

2–3 1.00 1.12 (0.93 - 1.35)

3–4 1.00 1.39 (1.15 - 1.68)

4–6 1.00 1.59 (1.31 - 1.92)

≥6 1.00 1.73 (1.35 - 2.21)

Pack years of cigarette 　 　 　 　　

0–9 1.00 0.98 (0.84 - 1.15)

10–19 1.00 1.49 (1.25 - 1.78)

20–29 1.00 2.16 (1.75 - 2.66)

≥30 1.00 1.43 (1.20 - 1.71)

Smoking cessation class

No 1.00 1.39 (1.27 - 1.53)

Participated in recent 1 year 1.00 1.03 (0.81 - 1.31)

Medical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34 (1.23 - 1.47)

Yes 1.00 1.39 (0.84 - 2.31)

Smoking cessation clinic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36 (1.24 - 1.50)

Yes 1.00 1.12 (0.90 - 1.41)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No or zero quit attempts 1.00 1.34 (1.22 - 1.47)

Yes 1.00 1.29 (0.83 - 2.00)

Table A1. Effect of increased cigarette prices on smoking cessation in
major variables

부록 2. 주요 요인 별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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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ational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and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on smoking cessation in Korea

Kim, Dar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tional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and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on smoking cessation in

Korea.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data from Community Health Survey

2015 designed and perform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urrent smokers and those who quitted smoking in recent 1 year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total sample size of the study was 38,994 participants.

We performed descriptive analyses of chi-square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propensity score methods(PSM) and logistic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using

SAS 9.4 program(SAS Institute, USA) and Mplus 7.4 program(Muthén & Muthén,

US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current non-smokers was 3,826(9.8%) and the number of

current smokers was 35,168(90.2%). Four thousands one hundred f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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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10.6%) used smoking cessation clinic and 1,359(3.5%) used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in recent 1 year. Sixteen point four percent of the

current non-smokers used smoking cessation clinic, whereas only 10% of

the current smokers used smoking cessation clinic. Five point two percent

of the current non-smokers used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and 3.3% of

the current smokers used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Fourteen thousands

four hundreds sixteen(37.0%) of the total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the increased cigarette prices. Forty five point two

percent of the current non-smokers were influenced by the increased

cigarette prices, and 36.1% of the current smokers were influenced by the

increased cigarette prices.

2. As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the family income of more than 6

million KRW per month(OR: 1.24, 95% CI: 1.05-1.46), college graduation

and/or above(OR: 1.28, 95% CI: 1.06-1.53), getting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OR: 1.32, 95% CI: 1.17-1.48), longer pack years of cigarette(10-19py

OR: 1.26, 95% CI: 1.12-1.42; 20-29py OR: 1.30, 95% CI: 1.12-.150; 30py and

above OR: 2.48, 95% CI: 2.13-2.87), low risk drinking(OR: 1.27, 95% CI:

1.16-1.39), low stress level(OR: 1.41, 95% CI: 1.28-1.54), suppressing

smoking desire(OR: 6.55, 95% CI: 5.68-7.56), treatment with physician’s

prescription(OR: 2.11, 95% CI: 1.59-2.80), using smoking cessation clinic(OR:

1.59, 95% CI: 1.36-1.86), and being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OR: 1.34, 95% CI: 1.23-1.46) were effective in smoking cessation.

However, those who were exposed to smoking cessation campaign(OR: 0.72,

95% CI: 0.64-0.82), used Nicotine Replacement Therapy(NRT)(OR: 0.77, 95%

CI: 0.67-0.89), used herbal cigarette(OR: 0.70, 95% CI: 0.56-0.89), or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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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 therapy(OR: 0.46, 95% CI: 0.30-0.68) had negative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3. We used PSM with the dependent variables as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and being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After matching, we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s.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and

being influenced by increased cigarette prices were shown to be effective in

smoking cessation.

4. We analyzed causal relationship within variables using path analysis. The

total effect of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Std. β=.129, p<.001) was

greater than being influenced by the increased cigarette prices(Std. β=.079,

p<001). The higher family income group was less influenced by the

increased cigarette prices(Std. β=-.073, p=.006). However, the direct effect

of higher family income on smoking cessation was greater than lower

family income(Std. β=.056, p<.001), and this offset the indirect effect via

being influenced by the increased cigarette prices. Therefore, family inco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moking cessation(Std. β=.022, p=.434).

Our results revealed that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and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had positive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whereas the use of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was found to be not significant. Smoking

replacement therapies such as NRT, on the contrary, had negative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Therefore, we expect that success factors to smoking cessation

in smoking cessation clinic and smoking cessation call center will be investigated

in further studies. These studies would help develop the contents of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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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ation programs. In addition, increase in cigarette prices was effective in

smoking cessation, yet, it was not effective in the lower family income group.

Thus,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factors to smoking cessation in low income

groups to develop a smoking cessation policy for them.


Key words : Smoking cessation, smoking cessation clinic, cigarette prices, C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