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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고명하신 교수님들 통해 수학하고 연구한 논문

을 쓰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간호학을 전공.

했고 병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임상경험들이 있습니다 평소 새로운 분야인.

국민 건강증진에 관한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신입생으로서의 과정이 엊그제 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학기인 학기가 끝나. 5

고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지난 년. 2

반 동안의 여러 과정이 회상됩니다.

자신 있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가사 병원일 대학원 수업 대학 출강, , ,

등 일인 다역을 하다 보니 저로서는 체력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여러모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학기 연구 논문을 쓸 때는 낙심으로 다른 생각도 했.

습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아니한가 배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일 텐데 힘들어서 저는 공감이 되지 않.’

았습니다 막상 연구한 논문을 완성하고 보니 지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쁘고 보람은 크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으로 국립암센터 금연캠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입원형 금연 프로그램을 통한

개월 금연 성공에 대한 조사와 연구입니다 향후 본 논문이 국민건강과 밀접6 .

한 관련이 있는 금연교육과 치료 예방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

라 기대합니다.

늘 연구자로서의 모범이 되시고 좋은 후학들을 배출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과 애정으로 부족한 저에게 연구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학기 동안5

지도해 주신 김희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직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경기 북부 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서홍관 교수님께

여러 측면으로 성원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완성을 위.

한 과정에 바쁘신 업무 가운데 지도 편달해 주신 국립암센터 경기 북부 금연

지원센터 김열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한 동기 학우들과 선 후배 분5 ·

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며 동력을 주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선진 보건복지 문화를 이끌어가는 일원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 번 관심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

사드리고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 6

김성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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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와 금연 성공 관련 요인

배경 및 목적: 중증고도 흡연자는 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회 이상 금20 , 2

연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의지가 높은 흡연자 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는 년 월 전국 개 시 도에 지역. 2015 4 17 ·

금연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프로그램의 성공 요인들이 검증되었지만 대부분 금연 초기 효과 검증이

며 장기간 추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 입원형 전문치, .

료 프로그램 참가자 중 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 금연성공자의 금연6

성공률과 그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기도 소재 일개 지2015 5 1 2018 12 31

역금연지원센터에서 박 일간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의4 5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가자 선정 기준은 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회. ‘20 , 2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중중고도흡연자 중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또는

폐암 후두암 협심증 등 흡연 관련 질병 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 지속 흡연, ,

자 였다 금연 캠프 수료 후 주 주 주 주 시점에 예약을 통해 금연’ . 2 , 4 , 12 , 24

유지 및 실천을 위한 금연치료와 상담을 제공하였고 약물 처방 측정을, , CO

시행하였다 주 주 내소 대면 상담 시 소변 코티닌 검사를 실시하고 미. 12 , 24 ,

방문 시 전화 상담을 통해 금연 유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참가자에서. 3

개월 및 개월 시점의 금연 성공률을 산출하고 개월 금연성공 관련요인을6 , 6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vi -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명 중 남성은 명 여성은 명 이었909 818 (90%), 91 (10%)

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 최연소자는 세 최고령자는 세였다. 55.35 , 30 , 80 .

연령대별로는 대 명 대 명 대 명30 61 (6.7%), 40 201 (22.1%), 50 306 (33.7%), 60

대 명 대 이상 명 으로 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265 (29.2%), 70 76 (8.4%) 50 . 6

개월 금연성공자는 전체 명 중 명 남성 성공자는 명 중909 596 (65.56%), 818

명 여성 성공자는 명 중 명 이었다 개월 금연 성538 (65.77%), 91 58 (63.74%) . 6

공률은 남성 여성 였다65.77%, 63.77% .

연령이 대 이상인 경우가 세 보다 총 흡연 기간60 (74.72%) 40~49 (55.72%) ,

년 이상 으로 총 흡연 기간이 긴 경우가 년 미만 으로40~50 (75.9%) 30 (58.71%)

짧은 경우보다 처음 흡연 시작 연령이 높은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점, , 0~3

미만으로 낮은 경우 금연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금연 전 후 자신감이 높, , ,

은 경우 상담횟수가 많은 경우 흡연량이 적은 경우 계절별 참여 시기가, , ,

월로 여름에 참여한 경우에 개월 금연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혼란6~8 6 .

변수를 보정한 회귀분석에서 금연캠프 후 사후관리로 진행된 상담횟수가 많

은 경우 금연성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상담횟수 회 이하에 비해. 6 7~9

회인 경우 금연성공 오즈비는 회 이상인 경우10.64 (95%CI 6.68~16.95), 10

금연성공 오즈비는 이었다13.58 (95%CI 5.88~31.35) .

결론 중증고도 흡연자의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높이고 약물치료 특히 사후 상담횟수가 많은 경우 개월, , 6

성공유지와 관련이 많았다 개월 금연 성공률 및 금연 성공 관련 요인을 분. 6

석한 결과 중증고도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의 개선과 보다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흡연 금연 금연 시도 금연 성공 금연캠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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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증고20 , 2

도 흡연자라 한다 금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금연 시도와 이를 위한.

치료를 받았으나 거듭 실패하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심혈관 뇌 질환 등, , ,

각종 흡연 관련 질환 진단 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흡연하는 자로서 주요

특징으로 금연실패 회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윤희 등2 ( , 2015).

흡연은 개인의 건강 가정 주변인과의 관계 사회 환경 문화 경제 등 다, , , , ,

양한 측면에 직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 흡연이 주는 가장 큰 폐해, .

와 위험요인은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어 자신과 주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측면이다 또한 자신감 결여 피해 의식 부정적 사고 업무. , , , ,

집중력과 성과 저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이미 많은 연

구 사례들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흡연자의 가정 직장(Heishman, 1999). ,

에서의 업무 주변인들과의 관계 및 상황 성격 취미 심리상태 교육 생활, , , , , ,

습관 등은 금연 수행의 행동 변화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eishman,

1999). 그러므로 중증흡연자에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니

코틴 중독을 포함하여 흡연자가 겪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장애 요인을 파악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Heishman, 1999).

중증고도 흡연자의 사망 위험률을 살펴보면 흡연하지 않는 사람보다 배22

높다 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배 이상 높으며 폐암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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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망자 중 남자 와 여자 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심혈관질90% 80% ,

환으로 사망 확률 또한 비흡연자보다 배나 높다 최현순 등4 ( , 2010).

중증 흡연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심혈관질환 등의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거나 금연 시도 후에도 계속 흡연하곤 한다 폐암을 진단 받은 후 수술.

적 치료를 마친 흡연자 명을 대상으로 년간 관찰 조사한 미국의 한 연구154 1

결과를 살펴보면 자가 보고자의 침 코티닌 분석을, 33.3%, (sliva cotinine)

수행한 흡연자의 가 또다시 흡연하였다36.9% (Walker et al., 금연에2006).

실패한 사람들의 는 암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 수술 후 개월 이내에 다시60% , 2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 수준 교육 정도 경제적 수준이, , ,

낮거나 배가 고픈 상태의 유혹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흡연율이 높았다

(Walker et al., 후두암을 치료받은 흡연자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2006). 153

에서도 의 환자가 치료 후 재흡연을 시작했다 후두암 치료 후 암 재발35.3% .

률은 재흡연자에서 에 달하며 금연성공자의 보다 배 높았음을 볼52.6% , 28.7% 2

때 흡연 관련 암 치료 후 재흡연 예방을 위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은 꼭 필,

요하다 김열( , 2015).

지금까지 금연치료에는 자가 금연법 혐오요법 최면요법 대체요법 약물, , , ,

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중증고도 흡연자의 경우 이러.

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금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금연 성공률이,

일반 흡연자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enbaum and O'Shea,

1992).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 중 연간 금연 시도율은 전체 흡연자의 절반 이상을

넘으며 금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연구 자.

료에 따르면 개인 의지에 의한 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불과 에 지나지6 4%

않는다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 명(Michael et al., 2008). 3

중 명은 금연 후 이틀 안에 실패하고 이상이 개월 후에는 다시 흡연한2 9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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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되었다 (Hughes et al., 1992).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의 일환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적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시행되2015

었으며 금연지원센터를 통해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

공단은 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금연치료 서비스를 지원 사업 형태로 시작하2015

였다 의료체계 내에서 금연상담 및 치료 약제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

적인 금연지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후 금연 의지가 약하거나 니코틴 중독.

이 심한 흡연자 또는 반복 재흡연자 등 금연 시도나 유지가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전문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

연캠프 사업이 년 월부터 시행되었다 임민경 등2015 4 ( , 2018).

이러한 최초의 금연캠프 개설 이래 국민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금

연 지원 센터가 년부터 시작되었고 박 일이나 박 일 형태의 단기 입2015 , 1 2 4 5

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전국 개 권역별로 개소씩 설치되어 찾아가는 금18 1

연상담 및 병 의원에서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성·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임민경 등 년( , 2018 ).

그리하여 외래 약물치료만으로는 금연치료가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및 금

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 및 시.

군구 교육청 등 지자체 사업 지원 및 지역 내 금연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금연사업 지원 사업을 정부의 민

간보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임민경 등 년( , 2018 ).

일반적인 금연치료보다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이러한 중증 고도·

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프로그램은 기존 외래 중심의 금연치료와는 달리 입

원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금연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입원 중 금연치료 및 의료진의 상담이 금연 성공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금연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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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금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전문형 캠프는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 의 금연치료 모형을 한국(Mayo Clinic)

에 맞도록 개발한 모형이다 메이요 클리닉 니코틴 의존 센터. (Mayo Clinic

의 합숙형 금연치료 프로그램Nicotine Dependence Center) (Residential

은 지역사회 기반의 병원 시설을 이용한 집중적smoking cessation program)

금연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인지 행동적 접근 운동 식, , ,

습관 휴식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고되었, 45~65%

다 임민경 등 같은 기관에서( , 2018). 일 동안 합숙형 금연치료 프로그램8

을 시행한 결과 이상의(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in Minnesota). , 52%

참여자가 프로그램 종료 후 수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하였음이 보고되기도 하

였다 김열( , 2015).

또한 미국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입원형 금연 프,

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흡연 충동과 기분 조절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

킬 수 있었고 생물학적 지표로 확인된 개월 금연율이 개월 금연율은, 1 34%, 6

였다고 보고되었다18% (King and Sanchez-Johnsen, 2008).

국내에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간 일개 종합병원에서 명2015 10 2016 9 1 228

의 금연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 직후 개월 금연 성공률을 로 보고6 66.2%

했다 신혜영 등( , 2016).

입원 중 의료진의 금연교육을 통해 퇴원 후 개월 금연 성공률이 로3 37.1%

높게 나온 결과가 보고된 적은 있으나(Jung et al., 금연치료를 위해2009).

입원하여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원 치료형 금연캠프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으며 대부분의 금연 성공 결과들은 금연 성공과 관련된 많은 요인 중,

에 금연 초기의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대개 주에서 주 동안의 금연 성공3 14

을 추적한 것이었고 서경현과 이석민 개월 혹은 년 이상 동안 추( , 200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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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여 금연 성공을 검증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개월 이상. 6

을 금연해야 일단 금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기간의 금연에 가치

를 두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적 금연 성공 관련 요인 규명은 중요하다 서경현(

과 이석민, 2004).

일개 종합병원에서 실시된 입원 중 금연 상담한 참여자 명의 퇴원 후125 6

개월 금연 성공률은 였으며 조재항 등 일개 지역병원에서 실시32.0% ( , 2017),

한 금연클리닉 내원 환자 중 명의 금연성공률은 로158 29.1% (Ahn et al.,

2016 집중적인 금연 치료는 입원 혹은 외래 중 상담을 통해 진행된 금연치),

료 참여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두 배 정도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다년간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의 금연 성공률 및 금연 성공에 미치는 요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경기도 일개 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입소하였던 참

여자를 대상으로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자 중 개월 이상 금연6

을 유지하고 있는 금연성공자의 금연 성공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금연 성공률 및 금연 성공과 관련한 요인들에 관

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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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2015.05.01.~ 2018.12.31. 지역금연지원센터의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즉 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회 이상 금, 20 , 2

연실패를 경험하였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한 금,

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사업기록을 차 자료로 활용하여2

개월 금연성공자의 특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6 .

첫 번째 단계로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증고도 흡연자의 인구 사회학

적 요인 일반적 특성 생태학적 요인 건강 상태 요인 흡연력 흡연 양상을, , , , ,

알아본다.

두 번째 단계로서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중 개월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6

특성 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로서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월 금연 성공 관련 요인을 분6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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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아무런 도움 없이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미만이며 니5%

코틴 보조제 약물 부프로피온 바레니(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 ( ,

클린 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정도만 금연에 성공한다고 한다 금연) 20~25% .

의지가 약하거나 니코틴 중독이 심한 흡연자 또는 반복 재흡연 등 금연 시도

나 유지가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형 전문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이 필요하다 임민경 등 년( , 2018 ).

금연이 힘든 것은 니코틴 중독이 다른 어떤 마약제제보다도 강력한 중독 물

질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중독 정도는 더,

욱 강해지고 이러한 강력한 중독성은 금연 실천 시 신체적 금단증상과 흡연

욕구를 유발한다 금연에 의한 금단증상의 경우 금연 시작 일이 가장 높은. 3~5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 시기에 집중적 금연상담 의학적 치료 운동 영양 등, , ,

건강 상담 등의 전문화된 집중 프로그램 제공 시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김열( ,

2015).

그러므로 금연을 간절히 원하지만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 의지만으로는 쉽게 금연에 성공.

하지 못하고 금연클리닉 등 기존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서도 금연에,

실패한 중증고도 흡연자 대상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금연지원 서비스가 출범

하였다.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가 전국 개 보건소를 통해 연간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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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이상 상담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흡연자들에게 금연 패치 및 금연30

보조제 지급을 하는 금연클리닉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동 금연 클리닉. ,

사업 운영은 기업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국가 제공 서비스에 접근이 어렵, ,

거나 금연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게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 금연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인 서.

비스를 시작한 것은 년부터 개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개설되면2005 254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임민경 등 년 이후 년 월부터 금연상담( , 2018 ). 2006 4

전화 를 개설하여 전문 금연 상담사와 개인 상담을 통해 흡연자(1544-9030) 1:1

개인의 특성과 금연 동기를 고려하여 일 일 일 년 간 등 다양한 금7 , 30 , 100 , 1

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회사 및 단체에서도 금연을 원하

는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민경(

등 년, 2018 ).

보건복지부는 년 전국 개 지역에 금연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 중이2015 18

며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대상으로 하는 단기 금

연캠프와 병 의원 금연치료 사업을 년부터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 금연· 2015 .

지원센터는 금연사업 대상자를 금연 사각 지대에 처해 있는 여성 학교 밖 청,

소년 대학생 및 중증고도 흡연자로 설정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그, ‘ ’

리고 집중형 프로그램인 금연캠프 를 실시하고 있다 성현주 등‘ ’ ( , 2016).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 , ,

운동 치료사 등 다양한 직제의 전문가들이 금연시도자들의 금연을 돕고 금단

증상 완화와 흡연 갈망 관리를 위한 각종 상담 및 약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

건복지부 서비스 제공 내용으로는 입소 기간에 집중 금연치료 금연, 2015). ,

상담 교육 회 이상 금연상담 및 금연 상태 평가 또는 코티닌 측정 니· , 9 (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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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틴 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공 행동 강화 물품 및 개월 금연성( , ) , 6

공자 기념품 증정 등이 있다 국가 금연지원센터( , 2018).

보건복지부는 중증고도 흡연자에 대한 전문적 금연서비스의 일환인 금연캠

프를 제공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를 연계함으로써 흡연자 맞춤형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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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요 클리닉 의 니코틴 의존 센터(Mayo Clinic) (Nicotine Dependence

는 년 설립이 되었으며 금연을 위하여 일 동안Center in Minnesota) 1988 , 8 합

숙형 치료 프로그램 즉 입원형(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in Minnesota)

치료 프로그램이 외래 치료 환자보다 우월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Hays, 2001).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미네소타 지역의 니코틴 의존성1992 5 1996 1 Rochester,

환자들에게 본 합숙형 치료 프로그램은 일 동안 제공되었으며 담배 치료 상8 ,

담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하고 담당 의사가 프로그램 동안 치료 전반을 지휘하

였다(Hays et al., 2011) 환자의 약 가 의사 추천과 는 스스로 프로그. 85% 15%

램에 참여하여 의학적 평가와 관찰 임상 수치 관찰 개인 또는 집중 심리 상, ,

담 스트레스 관리 중독 치료 재발 방지 웰빙 코치 건강 교육을 진행하였, , , , ,

으며 참여자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기 위하여 최대 인원 명을 대상으로, 10

진행되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개월과 개월 금연율은 자가 보고에 의. 6 12

해 이상의 참여자가 프로그램 종료 후 개월 동안 금연 유지 비율이 외래52% 6

금연치료 프로그램 환자의 에 비해 일간의 합숙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에26% 8

참여한 환자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되었다45% (Hays, 2001).

합숙형 집중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집중형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흡연 충동과 기분 조절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며 생물학적 지표로 확인된 개월 금연율이 였고, 1 34% ,

개월 금연율은 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6 18% (Hays, 2001).

한편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메이요 클리닉 은2004 1 2007 12 (Mayo Clinic) 5,000

명 이상의 환자에게 니코틴 의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니코틴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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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외래 환자군 명 과 일간 합숙형 치료를 받은 환자군 명 의(4,327 ) 8 (226 )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합숙형 치료를 받은 환자가 외래 치료 환자 보다 평소

흡연량이 더 높았다 치료 과정은 환자로 간주하여 의사가 상담 및 흡연 재발.

방지 등 담배 치료 전문가로 상담원이 행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군간 환자들의 개월 후 금연유지 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뷰가 진행되6

었으며 합숙형 환자군의 금연율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미국 공중 보건 서비, ,

스 임상 실무 지침 및 연구에 따른 증거 기반 치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선

행 논문이 있었다(Hays et al., 2011).

메이요 클리닉 에서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환자들에게서 입(Mayo Clinic)

원 치료 후 흡연이 중단된 후 환자의 질병이 호전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니

코틴 의존 입원 치료는 재흡연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대안으로 뒷받침이 되

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Hooten et al., 1998).

흡연은 미국에서 사망 및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예방 가능한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 유병률을 줄이려면 금연을 위해 전문가가 행동상담.

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이용이 편리하며 효과적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Gary et al., 2010).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흡연을 중단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의Mayo Clinic

니코틴 의존 센터는 매년 수천 명의 환자에게 니코틴이 없는 환경 가운데 필

요한 치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니코틴 의존 치료가 필요할 때 의학적 치료도 함께 병용이 되었

다 김열( , 2015).

행동치료와 니코틴 의존성 원인 및 치료 담배 사용 중지를 위한 동기부여,

등 프로그램 후에 지속적인 지원 전화 웹 또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받은 것, ,

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 니코틴 의존 센터는 니코틴 의존 치료에 초점Mayo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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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최초의 센터라는 점과 미국의 많은 의료센터에서의 표준이 되었다 백유(

진, 2016).

세인트 헬레나 건강센터 에서는 년 미국(St. Helena Center for Health) 1969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기숙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니코틴 의존 치료를.

위해 맞춤형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금연보조제 사용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시간 이상의 전문상담가가 상담이 시행되었다 금연 외에도 영양교5 .

육 스트레스 관리법 수면습관 마음의 안정 신체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이, , , ,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영양 유전적인 요소 스트레스 관련. , ,

진단 평가 및 심장병 암 폐기종 당뇨병 골다공증 등의 질환 여부 평가 후, , , ,

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합숙형 집중 금연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

(St, Helena Center for Health, 2015).

세레니티 비스타 는 미국 개 지역 캐나다 유럽 호주 등(Serenity Vista) 4 , , ,

여러 나라에서 다국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 일, 90 , 60

일로 여성 남성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45 , .

프로그램의 구성은 기초체력 회복 흡연 갈망 해소 치과 치료 여행 종교, , , ,

적 측면 마사지 요법 요리 요가 삶의 회복 명상 개별 심리 상담 등의, , , , , ,

프로그램이 있어서 니코틴 의존이 높은 참여자에게 집중 입원형이 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Serenity Vista, 2015).

리조트형 금연프로그램 은 리조(Smoking Cessation Wellness SPA Retreats)

트 요양 시설에서 일 동안 제공되는 로 국7 A Quit Smoking Vacation Retreats

외 금연 집중 프로그램이며 스파 사우나 마사지 카약 낚시 수영 에너, , , , , , ,

지 힐 링 상담 교육 요가 수중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집중, , ,

금연프로그램의 사례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Smoking Cessation

Wellness SPA Retreat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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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금

연하기 어렵다는 연구(Gourlay et al. 가 있지만 성별과 금연 간에는, 2009)

관계가 없다는 연구(West et al., 도 보고 된 바 있다 연령도 금연성1999) .

공과 통계적인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으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금연시도

횟수와 금연성공과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최지호 등 연령이 많은 흡( , 1995).

연자 보다는 연령이 낮은 흡연자가 금연성공이 더 어려운 것은 연령이 많은

흡연자가 장기간 흡연을 하면서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고 금연에 더 적극적,

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Richmond et al., 1993).

흡연시작연령과 흡연기간 등은 금연성공과 유의한 관계가 차이가 없었으나,

일일 흡연량이 적으면 금연성공률도 유의하게 높았다 심재윤 등( , 2002).

니코틴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숙.(

등 그렇지만 년 이상 장기 금연의 경우에서는 니코틴의존도는 유의, 2006). 1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현 등 일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호기( , 2004).

양이 적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 김철환 등( , 2001).

금연클리닉의 방문 횟수가 많으며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 주 동안 금연 시도 여부는 금연성공과 유의하게 관계가, 4

없었다 김철환 등 상담횟수가 회인 경우 상담과 니코틴대체요법( , 2001). 9-10 ,

을 병행할 때 주 금연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숙 등4 ( , 2006).

심리 상담은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흡연 갈망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킨다 흡연 욕구를 가장 참기 어려운 시.

기에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비슷한 상황인 흡연자들과 함께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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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다 성주현 등( ,

2016).

금연시도 이유로는 가족의 권유 건강의 이유가 주요 요인이었다 함오경 등, (

흡연자 자신이 금연에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 금연효능감이 높은 경2008). ,

우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Gullicer et al., 1995).

일반적으로 흡연과 음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주당 알코올 섭취가 많을.

수록 금연률이 낮았다 하명화 등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음주횟수가( , 2002).

적을수록 금연 시도율이 높았으며 금연 시도 중에도 음주에도 음주횟수가 적,

으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최지호 등( , 1995).

자기효능감은 금연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며 보고된 지식과 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준거적 사고변수라고 할 수 있다(Velicer et al., 어떤1990).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을 지속 또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행동 변화의 주요한 예측인자이다 금연, (Bandyra, 1977).

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흡연 행위 변화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Dijksra

et al., 여러 연구에서 금연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금연성공 관련요인1996),

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수진 등(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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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회 이상 금연에 실패한 중증고도 흡20 , 2

연자에게 단기 입원형 금연캠프 개입 후 인구사회학적요인 건강행태 및 정신,

건강 요인 임상질환요인과 금연 성공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 조사 연구이다.

성별 나이 학력 소득 결혼, , , ,

지난 년간 운동 여부- 1

현재 음주 여부 및 음주빈도-

비만도-

흡연 양상-

하루 흡연량 총 흡연량 처음, ,

흡연 연령 니코틴 의존도 금연, ,

시도 여부 금연 시도 기간 금연, ,

약물복용 유무 상담횟수,

심리적 요인-

금연 준비 정도 금연 전후, 자신

감 금연 동기,

만성질환 유무-

암 진단 여부-

심장질환 유무-

뇌 질환 유무-

폐 질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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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금연캠프에 참여하여 등록된 명 중 중도 탈락한 명을 제919 10

외한 명으로 남성 명 여성 명이다909 818 , 91 .

연령별 참여자는 세 명 세 명 세 명 세30~39 61 , 40~49 201 , 50~59 306 , 60~69 265

명 세 이상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70 76 50 .

프로그램 개입 효과 분석 설계3.

단일군 사전 사후 비교1) ,

단기금연캠프의 교육프로그램에 미치는 금연성공요인예측을 위해 금연캠프

프로그램 기간 중 작성하는 사전 사후 심리평가 설문결과에 긍정적 금연효과,

지각 부정적 금연효과지각 금연 효능감 스트레스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 ,

를 검정을 실시하였다t-test .

흡연자 특성에 관련된 성공 관련 요인2)

흡연은 많은 복잡한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연 프로그램의 구성은 단일,

기법이 아닌 종합적 방법으로 시행될 때 효과적이며 여러 번 반복하여 동기를

강화하고 추적관찰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Choi, 1992; Geisinger, 1976;

이러한 금연프로그램의 효과는 흡연에 관한 지식 신념 태도Kim, 1990). , , ,

금연여부 흡연행위의 변화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흡연에 대한 지식 신념, . , ,

태도는 구체적인 금연행동변화를 위한 근거 또는 동기화를 제공하는 행위에

선행요소들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이며 금연프로그램의(Jee, 1988), ,

효과를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금연프로그램 참석자들의 금연여부 및

흡연행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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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재 내용4.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중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지역 금연지원 센터 운영 병원의 입원실을 확

보하여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금,

연캠프 팀장이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진다.

최대 명 입소 기준으로 최소 일 이상 집중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 건강15 5 ,

검진 금연치료 운동기능 평가 및 운동프로그램 개별 그룹 집중심리상담, , , ( ) ,

니코틴 의존도 및 흡연량에 따른 니코틴 보조제 또는 금연 치료제 약물은 주

로 바레니클린 과 부프로피온 처방으로 진행 흡연(varenicline) (bupropion) ,

갈망 정도에 따라 약물 조정 건강상태 확인 후 검사 결과 설명 흡연과 관련, ,

된 건강상태 확인 및 금연 동기화 금연 유지 및 약물복용 관련 상담 검사, ,

이상 소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금연캠프 수료 전 금연 약물 효과와 부작용 확인 후 퇴원 약 처방, ,

차기 진료일 예약 및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연계해

준다 사후관리로 주 주 주 주 주 동안 금연 유지를 위한 개월간. 2 , 4 , 8 , 12 , 24 3

의 금연진료 금연약물처방포함 와 재흡연 방지 금연 이유 재확인 스트레스( ) , ,

관리 행동 변화 단계 확인 금연 동기 강화 금연 여부 확인 금연 격려 위, , , ,

한 금연상담은 개월간 원칙으로 계속 진행된다 주 주 내소 대면 상담6 . 12 , 24

시에는 코티닌 검사를 실시 미 방문 시 전화 상담을 통해 금연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수료 축하와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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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행동1)

흡연 행동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흡연 기간,

일평균 흡연량 첫 흡연 연령 니코틴 의존도 금연 시도 여부 금연 기간, , , , ,

금연 방법 금연 실패 이유 금연 동기를 말한다, , .

총 흡연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1) “ ?”

처음 흡연을 한 시점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흡연 년 수를 말한다.

하루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2) “ ?”

조사 시점에서 대상자들의 자가 보고를 토대로 지난 한 달 동안 피운 하루 평

균 담배 개비 수를 측정한다.

첫 흡연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3) “ ?”

처음 흡연을 한 나이를 말한다.

니코틴 의존도 평가2)

흡연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Fagerstrom 외, 199 가 제시한1) Fagerstrom

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Tolerance Questionnaire .

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1) ?

개비 이하 개비 개비 개비 이상(0) 10 (1) 11~20 (2) 21~30 (3) 31□ □ □ □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2) ?

분 이내 분 분 사이 분 시간 사이 시간(3) 5 (2) 6 ~30 (1) 31 ~1 (0) 1□ □ □ □

이후

금연구역 도서관 극장 병원 등 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3) ( , , ) ?

예 아니오(1) (0) .□ □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4)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침 첫 담배 그 외의 담배(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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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와 저녁 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5) ?

예 아니오(1) (0) .□ □

몸이 아파 온종일 누워있을 때도 담배를 피우십니까(6) ?

예 아니오(1) (0) .□ □

니코틴 의존도 판정 결과 점

점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0~3 :

라도 끊을 수 있음.

점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적절한 금연법을 배우지 않고는 담배를4~6 :

끊기 어려움.

점 이상 니코틴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금연치료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7 :

함

금연시도3)

지난 년 동안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1 ?”

있다 횟수 회 가장 오랫동안 금연 시도 기간 개월 일(1) ( : ___ , : ___ ___ )

없다(2)

금연 시도란 최소 시간 동안 담배를 한 모금도 피우지 않은 것을24※

말한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은 해당 사항 모두 표시4) “ ”( )

자기 의지 니코틴보조제 패치 껌 사탕 등(1) (2) ( , , )

약물치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 교실(3) ( , ) (4) ,

(5) 금연상담 전화 병원 금연클리닉 진료(6) ( )

금연침 금연 초 심심초 뜸 등 전자담배 무연 담배 등(7) , , , (8) ,

기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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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실패한 이유는5) “ ”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금단증상 때문에(1) (2)

스트레스가 쌓여서 주위의(3) (4) 유혹 때문에

금연 후 체중이 늘어서 기타(5) (6)

6) 이번에 담배를 끊고 싶은 이유를 가장 큰 이유부터 가지를 표시하시오“ 3 ”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 ( ), ( )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의(1) 권유 현재(2) 질병 악화로 인해

장래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담뱃값 인상 등 경제적 이유(3) (4)

금연구역 확대 등 환경적 이유(5)

깨끗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예 입 냄새가 고약 옷에 담배 냄새가 뱀(6) ( : , )

나의 흡연으로 주위 사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7)

금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8) (9)

기타(10)

평소에 하루 중 가장 흡연을 참기 힘든 시기는 언제입니까7) “ ”

없음□

특정 시점 기준[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 식사 후(1) (2) (3)

화장실에서 샤워 후 술자리 커피 마실 때 휴식(4) / (5) / (6) 취할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특정 상황 기준[ ]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을 때(1) (2) (3)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언가 기다릴 때(4) /

에서 배우가 멋지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5) TV



- 21 -

주위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타(6) (7)

금연 동기 금연 자신감 금연 준비 정도를 측정한다8) , , .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동기의 공고화 및 인지행동치료 접근 방식의 평가

방법으로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접근방법,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에 상담원 매뉴얼 도구로 금연에 대한 목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 금연을 위한 변화 준비단

계 확인 정도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금연관련.

동기 및 자신감 금연 준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

점부터 점까지 체크1 10 )

금연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1) ?

당신은 금연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입니까(2) ?

당신은 금연할 준비가 어느 정도(3) 되어있습니까?

자기효능감2) (Self-Efficacy/Temptation)

자기효능감이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뜻한다(Bandur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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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 와 가 개발한Velicer, Diclemente Rossi Prochaska(1990)

금연 관련 자기효능 도구를 번안 김명식 등 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 , 2006) ,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 관련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현정 흡연( , 2007).

자들이 흡연을 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얼마나 유혹을 받을 수 있,

고 견딜 수 있는지 각 상황에 대해 그 확신도의 해당 항목에 표시하게 한다, .

자기 보고식 점 척도를 사용하며 채점 기준은 전혀 유혹 못함 점 매우 유5 (1 ),

혹 점 으로 총점 범위 점 로 평가한다 유혹되는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5 ) (9~45 ) .

흡연하게 되는 상황의 유혹에 취약하며 유혹을 견디는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유혹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다.

금연효과 지각 척도3) (The perceived Smoking Cessation Effect Scsle:

PSCES)

건강신념모델 을 근거로 하여 금연의 이득과 장애지각에(Health Belief Mode)

대한 문항을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지희 등 금연에 대한 효과( , 2014).

지각 장애는 금연에 대한 부정적 효과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지

각 문항 부정적 효과지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자기10 , 7 .

보고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점 에서 매우 그렇다 점 사이의 점 척도로(1 ) (7 ) 7

평정하여 실시한다 긍정적 효과 지각 문항은 번. 1,2,3,4,5,11,12,13,14,15 ,

부정적 효과 지각 문항은 번이다 두 가지 소척도의 점수를6,7,8,9,10,16,17 .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백분율 점수 소척도 총점 로 표기하였다 긍정적( / *100) .

효과 지각 분율이 높을수록 금연의 이점을 더 많이 지각하고 부정적 효과 지,

각 분율이 높을수록 금연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더 많이 지각하게 되는 것을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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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4)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년1977 Radloff가 개발한 도구로, 조맹제 등(1993)

이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는 성인을 대상을 개발되었으나 청소년 대. CES-D ,

상으로도 신뢰도와 및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식욕상실 식욕상실 수면장애 등을 포함한 개 문, , , , 20

항으로 구성되었고 자기보고식으로 각 문항은 점 극히 드물다 과 점 대부, 0 ( ) 3 (

분 그랬다 사이 점 척도로 채점이 이루어지며 역 채점은 번으로) 4 , 5, 10, 15

하게 된다 총점 범위는 점에서 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 0 60

함을 의미한다.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5) (Perceived Stress Scale for Koreans: PSS-K)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등Cohen (1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988) , 문항 수가 가

장 적으면서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외국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척도이

다. 한국에서는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백영모( , 2010).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스트레스 경험의 핵심적 주제가 되는 예측 불10 ,

가능성 통제 불가능성 과중성을 내용으로 한다 심리적 스트레스의 중요한, , .

구성개념 중 하나인 주관적 스트레스는 객관적 스트레스 사건보다 질병에 대

한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주관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

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의지 및 정서적

평가를 측정하게 된다 자기보고식 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 절대 그렇지. 6 , (0 )

않다 점 항상 그렇다의 두 개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을 사용한다, (5 ) , .

스트레스 관련 부정적 경험 번 대처 자원에 의한 긍정적 경험은1,2,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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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항목으로 채점하게 된다 점 이하는 정상 점은 약간 높4,5,7,8 . 23 , 24~33

음 점 이상은 매우 높음으로 구분된다, 34 .

금연성공 판정은 금연캠프 실시 개월 후6 금연캠프 업무 수행 담당 간호사가

시행하며,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소변 코티닌 검사 자가 보고로 평가하(CO) , ,

였다.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면 전극과 전해질의 화학반응1) :

에 의하여 가스 농도에 비례하는 전류가 발생 이때 발생하는 전류를 이용한,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범위에 측정 결과에 따라 비흡연자PPM (0-6PPM ),

위험구간 흡연자 상습 흡연자 중(7-10PPM ),(11-15PPM ),(16-25PPM ),(26-35PPM

독성 흡연자 로 판단하며 성공자 판정 기준은 호기 일산화탄소량 이하) , 6PPM

를 금연성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례를 실패로 구분하였다, .

소변 코티닌 측정 코티닌은 니코틴의 대사산물로서 흡연 정도를 측정하2) : ,

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코티닌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시간으19~24

로 길고 소변에서는 금연 시작 시간 일 까지 검출되어 금연성공 판단, 132 (5.5 )

지표에 유효한 검사 방법으로 음성과 양성으로 구분하여 음성 판정을 금연 성

공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자가보고 내소대면이 어려운 참여자는3) : 전화 상담을 통해 금연유지 여부

를 확인하고 자가 보고로 금연 유지 시 금연성공 현재 흡연 중 또는 회 이, 2

상 전화 연락두절시 금연실패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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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대상자 명 중 성공자는 실패자는 명 이었909 596(65.57%), 313 (34.43%)

다 남성에서 대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에서는 대가 많았다 남녀 모두. 50 , 40 .

기혼이 많았으며 남성 여성 이하 동일 순서 학력은 대학교( 80.75%, 63.74%, ),

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많았다(52.44%, 38.46%),

소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원(24.21%, 29.67%). 200~400 (36.06%, 19.78%),

만원 으로 높았다 남녀에서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금100~200 (30.20%, 14.29%) .

연 성공여부와 평균 연령을 제외한 결혼상태 학력 소득수준에서 남녀에 따, ,

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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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자의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금연성공1.

분류
전체 남성 여성 P

(N=909) (N=818) (N=91) value

N % N % N %

909 100 818 65.56 91 34.44

금연성공여부 0.6985
성공자 596 65.57 538 90.27 58 9.73

실패자 313 34.43 280 89.46 33 10.54

평균 연령 0.0629
세 미만39 61 6.71 52 85.25 9 14.75

세40~50 201 22.11 173 86.07 28 13.93

세50~59 306 33.66 280 91.50 26 8.50

세60~69 265 29.15 240 90.57 25 9.43

세 이상70 76 8.36 73 96.05 3 3.95

결혼 상태 0.0007

미혼 60 6.60 49 81.67 11 18.33

기혼 734 80.75 676 92.10 58 7.90

이혼 30 3.30 25 83.33 5 16.67

사별 61 6.71 49 80.33 12 19.67

학력 0.0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5 36.85 284 84.78 51 15.22

0.0001

전문대 대학교 졸업/ 464 51.05 429 92.46 35 7.54

대학원 졸업 102 11.22 100 98.04 2 1.96

무응답 8 0.88 5 62.50 3 37.50

월평균 소득

없음 11 1.21 11 100 0 0

만원 미만100 92 10.12 67 78.82 18 21.18

만원100~200 260 28.60 76 82.61 16 17.39

만원200~400 313 34.43 247 95.00 13 5.00

만 원 이상400 85 9.35 295 94.25 18 5.75

무응답 148 16.28 122 82.43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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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명 중 남성은 명 여성은 명 이었다 대상자909 818 (90%), 91 (10%) .

의 평균 연령은 세 최연소자는 세 최고령자는 세였다 연령대별로55.35 , 30 , 80 .

는 대 명 대 명 대 명 대 명30 61 (6.7%), 40 201 (22.1%), 50 306 (33.7%), 60 265

대 이상 명 으로 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 개월 금연(29.2%), 70 76 (8.4%) 50 . 6

성공자는 전체 명 중 명 금연실패 명 남성 성공909 596 (65.56%), 313 (34.44%),

자는 전체 명 중 성공 명 실패 명 이며 여성 성공818 538 (65.77%), 280 (34.26%)

자는 전체 명 중 성공 명 실패 명 이었다 개월 금91 58 (63.74%), 33 (36.26%) . 6

연 성공률은 남성 여성 였다65.77%, 63.77% .

연령이 대 이상인 경우가 세 보다 총 흡연 기간60 (74.72%) 40~49 (55.72%) ,

년 이상 으로 총 흡연 기간이 긴 경우가 년 미만 으로40~50 (75.9%) 30 (58.71%)

짧은 경우보다 처음 흡연 시작 연령이 높은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점, , 0~3

미만으로 낮은 경우 금연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금연 전 후 자신감이 높, , ,

은 경우 상담횟수가 많은 경우 흡연량이 적은 경우 계절별 참여 시기가, , ,

월로 여름에 참여한 경우에 개월 금연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6~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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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월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 인구사회요인 특성2. 6

분류
전체

개월6

금연성공자
실패자 P

(N=909) (N=596) (N=313) value

N % N % N %

909 100.00 596 65.56 313 34.44

성별 0.698

남성 818 89.99 538 65.77 280 34.23

여성 91 10.01 58 63.74 33 36.26

평균 연령 <.0001
세 미만39 61 6.71 36 59.02 25 40.98

세40~50 201 22.11 112 55.72 89 44.28

세50~59 306 33.66 194 63.40 112 36.60

세60~69 265 29.15 198 74.72 67 25.28

세 이상70 76 8.36 56 73.68 20 26.32

결혼 상태 0.540

미혼 60 6.60 35 58.33 25 41.67

기혼 734 80.75 489 66.62 245 33.38

이혼 30 3.30 18 60.00 12 40.00

사별 61 6.71 37 60.66 24 39.34

학력 0.659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5 36.85 214 63.88 121 36.12

전문대 대학교 졸업/ 464 51.05 305 65.73 159 34.27

대학원 졸업 102 11.22 72 70.59 30 29.41

무응답 8 0.88 5 62.50 3 37.50

0.056

월평균 소득

없음 11 1.21 6 60.00 5 40.00

만원 미만100 92 10.12 53 57.61 39 42.39

만원100~200 260 28.60 181 69.62 79 30.38

만원200~400 313 34.43 197 62.94 116 37.06

만 원 이상400 85 9.35 46 54.55 39 45.45

무응답 148 16.28 108 72.97 40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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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임상 및 건강 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 요인에서 만성질환

유 무 과거력 암 심장질환 뇌 질환 폐 질환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건강, , , , , ,

행태 요인에서 최근 년간 음주 여부 운동 여부 금연 약물 사용 여부 비만1 , , ,

도를 조사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3> .

임상 및 건강 행동특성과 금연 성공 여부 간의 교차분석에서는 금연 약물 사

용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캠프 입소.

전 금연 약물을 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인 경 금연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진다1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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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월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 임상요인 및 건강행태요인 특성3. 6

특성

변수( )
분류

전체
개월6

금연성공자
실패자 P

(N=909) (N=596) (N=313) value

임상

요인

만성질환 0.681

예 351 38.61 233 66.38 118 33.62

아니오 558 61.39 363 65.05 195 34.95

암 0.071

예 70 7.73 39 55.71 31 44.29

아니오 836 92.27 555 66.39 281 33.61

심장질환 0.143

예 113 12.47 81 71.68 32 28.32

아니오 793 87.53 513 64.69 280 35.31

뇌 질환 0.891

예 33 3.64 22 66.37 11 33.33

아니오 873 96.36 572 65.52 301 34.48

폐 질환 0.674

예 68 7.51 43 63.24 25 36.75

아니오 838 92.49 551 65.75 287 34.25

건강

행태

요인

음주 0.352

예 181 19.91 124 68.51 57 31.49

아니오 728 80.09 472 64.84 256 35.16

최근 년간1

음주 여부

0.199

전혀 안함 149 16.41 101 67.79 48 32.21

주 회1~2 413 45.48 281 68.04 132 31.96

주 회3~4 192 21.15 122 63.54 70 36.46

주 회 이상5 154 16.95 91 59.09 63 40.91

0.01캠프전 금연약물사용

사용안함 249 27.39 148 59.44 101 40.56

개월 이상 사용1 660 72.61 448 67.88 212 32.12

운동 여부 0.07

예 134 14.74 97 72.39 37 27.61

아니오 775 85.26 499 64.39 276 35.61

비만도(kg/m2) 0.36

저체중 29 3.20 19 65.52 10 34.48

정상 300 33.08 187 62.33 113 37.67

과체중 254 28.00 179 70.47 75 29.53

고도 비만 37 4.08 25 67.57 12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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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조사하였고 분석 결,

과는 표 와 같다< 4> .

일반적 특성과 금연 성공 여부 간의 교차분석에서 사회적 요인 중 계절별 참

여 시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름인 경우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았다, .

심리적 요인 중 금연 준비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금연 전 자.

신감 금연 후 자신감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금연 준비 정도가, .

높은 경우 금연 전후 자신감이 높은 경우 개월 금연성공자 군에 속한 경우, 6

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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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월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 시기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특성4. 6

전체 개월 금연성공자6 실패자 P

항목 (N909) (N=596) (N=313) value

N % N % N %

사회적

요인

계절별

참여 시기( )
0.029

겨울 월(12~2 ) 204 22.44 133 65.20 71 34.80

봄 월(3~5 ) 239 26.29 147 61.51 92 38.49

여름 월(6~8 ) 272 29.92 197 72.43 75 27.57

가을 월(9~11 ) 194 21.34 119 61.34 75 38.66

심리적

요인

금연 동기 0.424

점1~8 258 28.38 164 63.57 94 36.43

점9~10 651 71.62 432 66.36 219 33.64

금연 준비 정도 0.01

점1~8 496 54.57 133 26.81 363 73.19

점9~10 413 45.43 123 29.78 290 70.22

금연 전 자신감 0.017

점1~8 613 67.34 386 62.97 227 37.03

점9~10 296 32.56 210 70.95 86 29.05

0.025금연 후 자신감

점1~6 32 3.54 18 56.25 14 43.75

점7~8 158 17.50 91 57.59 67 42.41

점9~10 713 78.96 484 67.88 229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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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특성별 흡연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총 흡연력 니코틴 의존도 금, ,

연 시도 여부 하루 흡연량 개비 일 금연 시도 횟수 처음 시작 연령을 조, ( / ), ,

사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5> .

흡연 양상과 금연 성공 여부 간의 교차분석에서는 총 흡연력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 하루 흡연량 처음 흡연 시작 연령이 늦은 경우 사, , ,

후상담 횟수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년 미만의 흡연력을. 30

가진 사람 의존도가 점 점수 하루 흡연량이 개비 이하인 경우 흡연, 4~6 , 10 ,

시작 연령이 늦은 경우 사후상담 횟수가 회 이상인 경우 금연 성공 가능성, 10

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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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월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 흡연행태요인 및 금연성공요인5. 6

특성

변수( )

분류
전체

개월6

금연성공자
실패자 P

(N=909) (N=596) (N=313) value

N % N % N %

총 흡연력 년 미만30 264 29.04 155 58.71 109 41.29 0.014

년30~40 561 61.72 377 67.20 184 32.80

년40~50 83 9.13 63 75.90 20 24.10

년 이상50 1 0.11 1 100.00 0 0.00

니코틴

의존도

점0~3 231 25.41 174 75.32 57 24.68
<.0001

점4~6 374 41.14 244 65.24 130 34.76

점 이상7 304 33.44 178 58.55 126 41.45

금연 시도

여부
예 638 70.19 427 66.93 211 33.07 0.185

아니오 271 29.81 169 62.36 102 37.64

하루흡연량

개비 일( / )

개비 이하10 125 13.75 96 76.80 29 23.20 <.0001

개비 미만10~20 559 61.50 365 65.30 194 34.70

개비 미만20~30 145 15.95 95 65.52 50 34.48

개비 미만30~40 66 7.26 35 53.03 31 46.97

개비 이상40 14 1.54 5 35.71 9 64.29

금연시도횟수
없음 113 12.43 73 64.60 40 35.24

0.706

회1~2 683 75.14 455 66.62 228 33.38

회3~5 93 10.23 55 59.14 38 40.86

사후

상담횟수

회5~10 15 1.65 10 66.67 5 33.33

회 이하6 399 33.44 168 42.11 231 57.89 <.0001

회7~9 426 46.86 352 82.63 74 17.37

회 이상10 84 9.24 76 90.48 8 9.52

N Mean(SD) N Mean(SD) N Mean(SD)

처음 시작

연령

세( )

평균 표준편차( ) 20.40 (4.61) 20.57 (4.60) 20.07 (4.6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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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등록동기와 금연성공요인을 보았을 때 등록 경로는 주로 주,

변의 권유였으며 성공자 실패자 이하 동일 순서 그 다음으로( 28.69%, 29.71, )

는 의료진 권고가 많았다 담배를 끊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23.83%, 21.09%).

은 자기의지 가 가장 많았으며 금연 실패의 원인으로는 의지가(66.78,68.37)

약해서 가 담배를 끊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건강을 위(70.81, 67.73)

해 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64.77, 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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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월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 등록동기 및 금연성공요인6. 6

특성

변수( )

분류
전체

개월6

금연성공자
실패자 P

(N=909) (N=596) (N=313) value

N % N % N %

금연 지지자여부 있음 859 94.50 560 65.19 299 34.81
0.3247

없음 50 5.50 36 72.00 14 28.00

캠프 등록 경로 및 라디오TV 121 13.31 70 57.85 51 42.15

0.2846

각종 홍보 책자 118 12.98 77 8.47 41 4.51

인터넷 135 14.85 89 65.93 46 34.07

주변 권유 264 29.04 171 64.77 93 35.23

의료진 권고 63 6.93 47 74.60 16 25.40

기타 208 22.88 142 68.27 66 31.73

담배를 끊기위해

시도했던 방법

(복수 응답)

자기 의지 612 67.33 398 65.03 214 34.97 0.6268

보건소금연클리닉 216 23.76 139 64.35 77 35.65 0.6670

병의원 금연치료 83 9.13 55 66.27 28 33.73 0.8883

금연상담전화 43 4.73 32 74.42 11 25.58 0.2107

기타 476 52.37 309 64.92 167 35.08 0.6651

금연에 실패한

이유(복수 응답)
본인의지가 약해서 634 69.75 422 66.56 212 33.44 0.3378

금단증상 때문에 192 21.12 124 64.58 68 35.42 0.7468

스트레스 353 38.83 235 66.57 118 33.43 0.6111

주위의 유혹 67 7.37 45 67.16 22 32.84 0.7749

기타 22 2.42 77.27 22.00 5 17.00 0.2421

담배를 끊고

싶은이유 첫번째(

이유 복수,

응답)

가족 주변사람 권유, 196 21.56 133 67.86 63 32.14

0.1605

스스로 건강위해 583 64.14 386 66.21 197 33.79

경제적 이유 32 3.52 20 62.50 12 37.50

금연구역 확대 및

환경적 이유
3 0.33 3 100.00 0 0.00

깨끗한 이미지 관리 40 4.40 27 67.50 13 32.50

흡연자에 대한 시선

때문
5 0.55 3 60.00 2 40.00

기타 50 5.50 24 48.00 26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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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사후 서비스로 금연성공자로만 성공 관련요인이 평가 되었으

며 주와 주간 금연 유지 평가 방법으로는 자가 보고가 가장 많았고 개, 4 12 6

월간 금연유지 평가방법으로는 코티닌 측정 로 이루어졌고 상담은 주(50.84%)

로 전화 로 진행되었다(63.76%) .

표 개월 금연성공자 사후 서비스와 금연성공 관련요인7. 6

특성

변수( )

분류
개월 금연성공자6

(N=596)

N %

주 금연유지 평가4 주 금연성공4 596 100.00

주 금연유지 평가방법4 자가보고 444 74.50

측정CO 152 25.50

주 금연유지 평가12 주 금연성공12 596 100.00

주 금연유지 평가방법12 자가 보고 423 70.97

측정CO 15 2.52

코티닌 측정 130 21.81

측정 코티닌 측정CO + 28 4.70

개월 금연유지 평가6 개월 금연성공6 595 99.83

개월 금연유지 평가방법6 개월 성공 자가보고6 ( ) 292 48.99

개월 코티닌 측정6 303 50.84

상담 유형 대면 내소( ) 98 16.44

전화 380 63.76

기타 11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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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금연 캠프 이전과 이후의 심리평가로 긍정적 금연효과의 지각

은 전체 집단에서 사전보다 사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전 사후( 86.96,

이하 동일 순서 부정적 금연효과의 지각은 사후보다 사전에서 높았다93.41, )

금연 효능감으로 담배의 유혹되는 정도는 전체집단에서 사전(58.23, 43.74).

이 사후 보다 높았으며 유혹을 견디는 정도는 사후가 더 높았(34.33, 27.13),

다(25.75, 36.97).

표 연구대상자의 사전 사후 심리평가와 금연성공요인8.

특성

변수( )

분류
전체 개월 금연성공자6 실패자 P

(N=909) (N=596) (N=313) 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긍정적 금연효과지각 사전 86.96 10.12 86.45 9.80 86.45 9.80 0.4179

사후 93.41 8.51 93.31 8.76 93.60 8.02 0.7308

부정적 금연효과지각 사전 58.23 16.23 58.34 15.32 58.34 15.32 0.9093

사후 43.74 17.67 43.60 18.39 43.99 16.23 0.8188

금연 효능감 사전 34.33 5.86 34.22 6.12 34.22 6.12 0.7651

유혹되는 정도( ) 사후 27.18 8.59 27.45 8.55 26.63 8.67 0.3440

금연 효능감 사전 25.75 7.22 26.05 7.21 26.05 7.21 0.5157

유혹을 견디는 정도( ) 사후 36.97 7.55 36.73 7.68 37.44 7.26 0.3497

우울감 사전( ) 점수 14.68 10.63 14.58 10.59 14.85 10.74 0.7978

스트레스 사전( ) 점수 83.88 19.96 83.96 20.30 83.73 19.37 0.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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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성공자와 실패자는 상담횟수의 따른 차이를 보였다6 .

회 이상의 상담횟수를 한 대상자는 주로 금연성공자 였으며 명10 (76 ,

회 이하의 상담횟수를 한 대상자는 실패자가 많았다 명90.48%), 6 (231 ,

또한 금연 성공여부에 따라 상담횟수의 평균은 성공자 회 실패57.89%). 7.49 ,

자 회였다5 .

표 연구대상자의 상담횟수와 금연성공9.

특성

변수( )

분류
전체

개월6

금연성공자
실패자 P

(N=909) (N=596) (N=313) value

N % N % N %

상담 횟수 회 이하6 399 43.89 168 42.11 231 57.89

0.0001회7~9 426 46.86 352 82.63 74 17.37

회 이상10 84 9.24 76 90.48 8 9.52

Mean SD
 Mean SD Mean SD

상담 횟수 회 6.63 2.37 7.49 1.92 5.00 2.30 <.000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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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흡연 행태 및 심리요인에 따라 상담횟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금연동기 금연준비정도 금연 전후 자신감 총 흡연력 니코틴 의존도, , , , ,

금연 시도 여부 하루 흡연량 개비 일 금연 시도 횟수 캠프전 금연약물 사, ( / ), ,

용 처음시작연령 긍정 및 부정적 금연효과지각 금연 효능감 우울감 스트, , , , ,

레스를 조사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10> .

연구대상자의 흡연행태와 심리요인에 따라 상담횟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흡연 행태에서는 총 흡연력이 년 이상인 경우 상담횟수가 높았고 회. 50 (10

이상 하루흡연량은 개비 이하로 낮은 경우 상담횟수가 높았다, 34.94%) 10 (10

회 이상, 27.20%).

금연시도횟수는 회 이상으로 시도횟수가 많은 경우 상담횟수가 높았고10 (7~8

회 금연약물 사용은 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상담횟수가 높았다, 60.00%) 1

회 이상(10 , 32.73%).

심리요인에서는 금연준비 정도와 금연 전 자신감이 낮은 경우 상담횟수가 낮

았으며 회 이하 각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경우 상담횟수가(6 , 48.48%, 47.80%)

높았다 회 이상 또한 상담횟수가 회 이상일 때 사후 금연효능(10 , 32.03%). 10

감 유혹되는 정도 이 높았다( )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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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대상자의 상담횟수와 흡연행태 및 심리요인

전체 회 이하6 (n=399) 회7~9 (n=280)
회 이상10

(n=230)
P

N % N % N % N % value

금연 동기 　 　 　 　 　 　 　 　

점1~8 258 28.38 118 45.74 79 30.62 61 23.64 0.7138

점9~10 651 71.62 281 43.16 201 30.88 169 25.96

금연 준비 정도

점1~8 495 54.46 240 48.48 143 28.89 112 22.63 0.0083

점9~10 414 45.54 159 38.41 137 33.09 118 28.50

금연 전 자신감

점1~8 613 67.44 293 47.80 174 28.38 146 23.82 0.0028

점9~10 296 32.56 106 35.81 106 35.81 84 28.38

금연 후 자신감

점 미만8 193 21.23 93 48.19 52 26.94 48 24.87 0.3276

점9~10 716 78.77 306 42.74 228 31.84 182 25.42

총 흡연력

년 미만30 266 29.26 140 52.63 77 28.95 49 18.42 <.0001

년30~40 312 34.32 156 50.00 77 24.68 79 25.32

년40~50 248 27.28 81 32.66 94 37.90 73 29.44

년 이상50 83 9.13 22 26.51 32 38.55 29 34.94

니코틴 의존도

점0~3 231 25.41 76 32.90 81 35.06 74 32.03 0.0007

점4~6 374 41.14 167 44.65 113 30.21 94 25.13

점 이상7 304 33.44 156 51.32 86 28.29 62 20.39

금연 시도 여부

예 638 70.19 274 42.95 189 29.62 175 27.43 0.0732

아니오 271 29.81 125 46.13 91 33.58 55 20.30

하루흡연량 개(

비 일/ )

개비이하10 125 13.75 39 31.20 52 41.60 34 27.20 0.0067

개비10~20

미만
559 61.50 240 42.93 170 30.41 149 26.65

개비20~30

미만
145 15.95 74 51.03 37 25.52 34 23.45

개비30~40

미만
66 7.26 36 54.55 18 27.27 12 18.18

개비 이상40 14 1.54 10 71.43 3 21.43 1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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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도횟수 <.0001

없음 113 12.43 80 70.80 27 23.89 6 5.31

회1~2 683 75.14 262 38.36 226 33.09 195 28.55

회3~5 93 10.23 47 50.54 22 23.66 24 25.81

회5~10 15 1.65 9 60.00 2 13.33 4 26.67

회 이상10 5 0.55 1 20.00 3 60.00 1 20.00

캠프전

금연약물사용

사용안함 249 27.39 211 84.74 24 9.64 14 5.62 <.0001

개월1

이상사용
660 72.61 188 28.48 256 38.79 216 32.73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처음시작연령(

세)

평균값 20.40 4.61 20.18 4.48 20.75 5.30 20.35 3.88 0.0914

긍정적 금연효

과지각

사전( )

86.96 10.12 86.56 10.70 87.28 9.57 87.28 9.79 0.7534

사후( ) 93.41 8.51 93.39 8.64 93.60 8.19 93.20 8.74 0.9341

부정적

금연효과지각

사전( )

58.23 16.23 57.67 16.28 57.82 15.81 59.76 16.73 0.5159

사후( ) 43.74 17.67 43.17 17.58 43.85 17.18 44.57 18.52 0.7983

금연 효능감

유혹되는(

정도)

사전( ) 34.33 5.86 34.17 6.09 33.97 5.82 35.10 5.45 0.2753

사후( ) 27.18 8.59 26.39 8.55 26.93 8.27 28.86 8.90 0.0499

금연 효능감

유혹을 견디는(

정도)

사전( ) 25.75 7.22 25.32 7.37 25.82 6.89 26.45 7.38 0.4122

사후( ) 36.97 7.55 37.04 7.40 37.05 7.36 36.74 8.07 0.9339

우울감 점수( )

사전( ) 14.68 10.63 14.48 10.59 14.62 10.66 15.10 10.73 0.8840

스트레스 점수( )

사전( ) 83.88 19.96 83.26 20.57 85.61 19.08 82.74 20.00 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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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자 관련요인 다중로지스틱분석을 상담횟수 변수를 제외한 모형 과1

추가한 모형 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모형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이 세2 . 1 2 60-69

에서 금연의 성공할 오즈비가 높았다 두 모형의 차이로써 모형 에서는 소득. 1

수준이 높은 경우 만원 금연성공자가 될 오(200-400 OR=1.97, 95% CI=1.15-3.38)

즈비가 높았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점, (7 OR=0.52, 95% CI=0.32-0.87)

금연성공자가 될 오즈비가 낮았다 반면에 모형 에서는 비만도가. 2 30kg/m
2
이

상인 경우 와 상담횟수가 많은 경우 회(OR=3.92(95% CI=0.98-15.61) (10

금연성공자가 될 오즈비가 높았고 금연캠프OR=13.58, 95% CI=5.88-31.35) ,

입소 전 금연약물 경험이 있는 경우 금연성공자가 될 오즈비는 낮았다

(OR=0.43, 95% CI=0.2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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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월 금연성공 관련요인 다중로지스틱분석11. 6 (n=760)

항 목 모형 1 모형 2

OR (95% CI) OR (95% CI)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1.27 (0.68-2.39) 1.46 (0.72-2.95)

나이

세 미만40 1.00 1.00

세40-49 1.03 (0.54-1.97) 1.06 (0.52-2.18)

세50-59 1.51 (0.68-3.35) 1.65 (0.68-4.03)

세60-69 3.15 (1.23-8.07) 3.45 (1.20-9.95)

세 이상70 1.93 (0.55-6.80) 2.18 (0.53-8.92)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1.00 1.00

전문대 대학교졸업/ 1.18 (0.82-1.71) 1.22 (0.81-1.85)

대학원 졸업 1.44 (0.81-2.55) 1.38 (0.74-2.58)

소득

만원 미만100 1.00 1.00

만원100-200 1.07 (0.57-1.99) 1.32 (0.66-2.64)

만원200-400 1.97 (1.15-3.38) 2.33 (1.28-4.22)

만 원 이상400 1.67 (0.97-2.86) 2.21 (1.21-4.01)

음주여부

없음 1.00 1.00

있음 0.86 (0.48-1.55) 0.69 (0.35-1.34)

운동여부

없음 1.00 1.00

있음 1.27 (0.67-2.41) 0.85 (0.41-1.74)

비만도(kg/m2)

미만18.5 1.00 1.00

18.5-22.9 0.95 (0.37-2.45) 1.23 (0.44-3.46)

23-24.9 1.53 (0.58-4.01) 1.93 (0.67-5.57)

25-29.9 1.14 (0.44-2.97) 1.53 (0.54-4.36)

이상30 1.79 (0.52-6.19) 3.92 (0.98-15.61)

만성질환

없음 1.00 1.00

있음 0.82 (0.57-1.17) 0.82 (0.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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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월 금연성공 관련요인 다중로지스틱분석 계속11. 6 (n=760, )

항 목 모형 1 모형 2

OR (95% CI) OR (95% CI)

흡연량 개비 미만10 1.00 1.00

개비10-19 0.76 (0.43-1.35) 0.93 (0.50-1.71)

개비20-29 1.14 (0.57-2.31) 1.45 (0.67-3.12)

개비30-39 0.48 (0.21-1.12) 0.63 (0.25-1.62)

개비 이상40 0.47 (0.12-1.78) 0.67 (0.15-3.08)

총 흡연기간

년 미만30 1.00 1.00

년30-39 0.82 (0.46-1.44) 0.89 (0.45-1.76)

년40-49 0.99 (0.46-2.11) 0.87 (0.37-2.04)

년 이상50 1.07 (0.32-3.16) 1.12 (0.28-3.51)

니코틴의존도

점0-3 1.00 1.00

점4-6 0.69 (0.44-1.08) 0.82 (0.50-1.35)

점 이상7 0.52 (0.32-0.87) 0.68 (0.39-1.20)

금연시도

없음 1.00 1.00

있음 0.98 (0.69-1.40) 0.97 (0.65-1.45)

금연 동기

점1-8 1.00 1.00

점9-10 1.08 (0.74-1.58) 1.04 (0.69-1.58)

금연 전 자신감

점1-8 1.00 1.00

점9-10 1.09 (0.70-1.69) 0.94 (0.58-1.52)

금연 후 자신감

점1-6 1.00 1.00

점7-8 1.18 (0.48-2.87) 1.18 (0.43-3.23)

점9-10 1.38 (0.60-3.21) 1.33 (0.51-3.45)

금연약물 경험 유무

캠프 입소 전( ) 없음 1.00 1.00

달 이상1

사용
1.39 (0.95-1.98) 0.43 (0.27-0.67)

사후 상담 횟수

회 이하6 1.00

회7-9 10.64 (6.68-16.95)

회 이상10 13.58 (5.8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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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고도흡연자를 위한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월 금연성공요인을 파악하6 였다. 경기도의 일개 금연지

원센터에서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못지않게 캠프 후 사후관리가 장기 금연 성공,

률에 미치는 중요한 금연성공 관련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캠프 수료 후 주 후 병원 방문 금연진료에 대한 적극적 권유 및 예약2~4 ,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전화 상담실

등록과 함께 권고 및 연계로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1544-9030)

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함이 권고되어 왔는데 김열 이는 금연성공률에( , 2015),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공 관련요인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 문화 교육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고 의. .

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수명연장을 위한 요구로 건강증진 활동

이 활발해지면서 담배의 폐해로 인한 건강 위해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

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의 유해성과 건강과 담배에 관련해( , 2005).

서 연구 발표된 논문이 무려 만 건이 넘고 보건 의학 역사상 어떤 분야100 , ,

보다 흡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논문 결과의 는 흡연이, 98%

건강상 매우 해롭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보인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OECD 남성 흡연율은 세계 위4

로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흡연 인구 비율 세 이상 인구 중OECD (15

매일 흡연자 평균 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의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다) 23% 32.9%

고 보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 , 2016).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년 에서1998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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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로 감소하였다가 년 이후의 변화는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가2007 45% , 2007

미약했고 일정 수준의 흡연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Jeong and Jeong, 2015).

또한 최근 흡연율은 성인 남자의 경우 년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2017 38.1%

고 여자의 경우는 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 6.0% (HP 2020)

목표치인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본부29.0% ( , 2019).

청소년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최근 년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2

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이 년 기준으로 로 증가하고 있다, 2018 3.7% . 이는 궐

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

와 판촉행위 등으로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

2019).

정부의 새로운 금연 정책들은 신종담배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과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

끗한 미래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

육내용에 흡연 예방 교육을 명시 및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 2019).

나아가 금연치료의 질적 향상과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들이

요구되고 있는 바 그럼에도, 흡연자의 금연성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보건

소 금연클리닉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건학적 차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흡연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고 개입연구들로부터의 근거 제시,

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흡연자들의 흡연행태 및 금연성공률에

미치는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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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성공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개월 금연성공률은6 남성 여성 였다 선행연구로65.77%, 63.77% .

진행된 메이요 클리닉 니코틴 의존 센터(Mayo Clinic Nicotine Dependence

의 합숙형 금연치료 프로그램Center) (residential smoking cessation

에서의 수개월 지속 금연 성공률은 였으며program) 52% , 세인트 헬레나 건강센

터 에서도도 금연프로그램을 진행 후 주 성(St. Helena Center for Health) 48

공률을 로57% 보고되었고(Hodgkin et al., 2013), 국내 일개 종합병원에서 실

시된 입원 중 금연 상담에 참여한 명의 참여자의 퇴원 후 개월 금연 성공125 6

률은 였다 조재항 등32.0% ( ,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보다 더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였으며 특히 국내에서, 입원 치료형이 개월 성공률이 높다는6

결과는 조재항 연구의 보고와도 일치하나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상담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금연성공률과 강,

력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연성공군과 실패군의 변인에 따른 빈도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 및 x
2

를 실시하였으며 금연성공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test ,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이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사전 사후 심리결과지에 대한 대응표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의 경우 빈도 분석에 의해 평균연령과 학력이 높고, ,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금연성공률이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고 금연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한다(Richmond et al., 1993) 또한 학력이 낮은 경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해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금연성공률도 높지 않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였다(Galobardes et al., 2006) 그러나 이들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은 혼란변수로서 상호 보정된 모형에서는 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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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짐을 볼 수 있었다.

남녀 간 일반적 특성에서는 금연 성공여부와 평균 연령을 제외한 결혼상태,

학력 소득수준에서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연성공률이 높았는데 성인남성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성공특성자의 요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연성공률이 높다 안소정( , 2003)

는 점을 본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금연이 어렵다는 연구가 있으나(Gourlay et al., 1994),

본 연구 대상자의 가 남성이고 여성은 전체 대상자의 인 점을 감안65.6% 34.4%

한다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 대상자의 남녀 비율을

유사하게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금연 성공 여부 간의 교차분석에서 사회적 요

인 중 계절별 참여 시기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름인 경우,

가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준비 정도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금연 전 자신감,

금연 후 자신감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금연 준비 정도가 높.

은 경우 금연 전후 자신감이 높은 경우가 금연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심리적 요인의 경우에도 다중회귀분석에서 혼란변. ,

수 및 상담횟수 를 보정 후에는 유의성이‘ ’ 약해져 상담횟수에 비해서 그 중,

요도가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의 흡연 양상과 금연 성공 여부 간의 교차분석에서 총 흡연력이 통계

학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니코틴 의존도 하루 흡연량. , ,

처음 흡연 시작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년 미만의 흡연력30 ,

의존도가 낮고 점 하루 흡연량이 개비 이하인 경우 흡연 시작 연령이(4~6 ), 10 ,

늦은 경우 금연 성공군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니코틴의존도는 흡연량과 흡연 갈망도를 포함한 중독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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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니코틴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군자 등( , 2006).

금연성공군 지지자 여부는 금연실패군보다 금연성공군에서 높았으며 주변,

권유로 인한 캠프 등록 권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한 연구에서 금연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금연 성공

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언숙 등, 2017).

금연시도 이유로는 가족의 권유 건강의 이유가 주요 요인이었다는 선행연,

구와 유사하며 함오경 등( , 2008), 연구대상자의 등록동기와 금연성공요인을

보았을 때 등록 경로는 주로 주변의 권유 성공자 실패자 이, ( 28.69%, 29.71,

하 동일 순서 그 다음으로는 의료진 권고 가 유의하였고), (23.83%, 21.09%) ,

역시 기존 보고와 일치한다.

프로그램 기간 중 작성하는 사전 사후 심리평가 설문결과에 긍정적 금연효,

과지각 부정적 금연효과지각 금연 효능감 스트레스요인을 비교하기 위하, , ,

여 검정을 실시하였다t-test .

흡연자 자신이 금연에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 금연효능감이 높은 경우 금,

연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Gullicer et al., 는 것을 본 연구1995)

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흡연행태와 심리요인에 따라 상담횟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총 흡연

력이 년 이상인 경우 상담횟수 회 이상 금연시도횟수가 회50 (10 , 34.94%), 10

이상으로 시도횟수가 많은 경우 회 캠프전 금연약물 사용 개월(7~8 , 60.00%), 1

이상 사용하는 경우 상담횟수가 높았다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경우 상담횟수.

가 높았는데 회 이상 이는(10 , 32.03%) 이군자 등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2006)

락임을 보여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세가 금연성공자가 되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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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고 김철관 등 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다고, (2001)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모형 에서는 학력수준이1 높은 경우와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금연성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캠프 입소 전 금연약물을. ,

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금연 성공이 어려웠다 이는 이전에 약물치료에1 .

실패한 경우 금연 성공이 더욱 어렵고 이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모형 에서는 비만도가2 30kg/m
2
이상인 경우 금연성공 오즈비가 높았

는데, 이는 권지은 등 의 연구에서 비만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금연시(2016)

도 경험 금연계획을 가진 경우가 낮다고 보고한 바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두, .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비만은 금연 시도 및 성공 요인과 연관이 있으,

며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금연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상담횟수가 많은 경우 금연성공자가 될 오즈비가 높았는데 회 이상 상담(10

시 회 이하에 비해 표 결과 모형 에서는6 OR=13.58, 95% CI=5.88-31.35), 11 1

니코틴 의존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모형 에서 상담횟수가 강한 유의2

성을 보이면서 모형 에서 유의하였던 변수들의 유의성이 사라지고 상담횟수1

가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전천후 등 의 연구에서 심리 상담(2018)

이 동반된 입원형 금연 프로그램 실시 결과 종료 개월 이후 금연 성공률이, 6

로 외래 금연프로그램의 보다 높았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45% 26% . 높은 금연

성공률을 위해 체계적이고 꾸준한 상담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

을 나타낸다 또한 금연 동기가 약하고 금연 성공이 어려운 참여자가 상담을.

많이 하는 경우 보다는 금연의지가 강한 참여자가 상담에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하여 상담횟수가 많아지는 자기선택비뚤림 에 의한(self-selection bias)

오류도 예상되는데 상담횟수가 회 이하인 경우에 비해 회 또는 회 이, 6 7-9 10

상인 경우 금연 준비정도와 금연 전 자신감이 높고 총 흡연력이 길고 니코틴, ,



- 52 -

의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금연성공률과의 관련성이 상담횟수에 의,

한 것인지 아니면 상담횟수가 높은 경우 이미 이러한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은 다중회귀분석에서.

혼란변수로서 보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횟수가 특징적으로 강한 관,

련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비교 대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상담횟수는, ,

개월 금연성공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6 .

기존에 가장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인 약물치료와 인지 행동치료를 병용하는

기본적 치료를 포함한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사후관

리 즉 상담 참여도에 따라 더욱 우수한 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단 금연 준비정도 자신감이 낮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 상담 참여도, ,

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담에 고려해야 하며 체계적인 상담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상담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여

자 자료를 이용하여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사업기록을, 2

차 자료로 활용하여 개월 금연성공자의 특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기에6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설계에 있어서 무작위 배정 대조군 비교.

개입 시험 설계를 시행하지 못한 실제 프로그램 참가자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

석한 단일군 사전사후 비교 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는,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 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의 경우 일반적 흡연자인 경우보다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

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선택비뚤림 에 의한 오류가 있(selection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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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며 금연의지가 강한 참여자가 상담에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하여,

상담횟수가 많아지는 자기선택비뚤림 에 의한 오류도 배(self-selection bias)

제할 수 없다.

또한 금연성공여부를 판정하는 코티닌 검사는 반감기가 길어 금연을 측정하

기에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비율이 명, 312

중 명의 평균 코티닌 농도가 로 높게 나타났고 양원호165 183±45.01ng/mL (

등 금연 시작일로부터 일 경과 시 코티닌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 2009), 5.5

도 있으므로 금연성공여부 판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적관찰 기간이,

개월로 제한되어있어 장기간의 금연 성공을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다6 (Kim

et al., 2007).

상담횟수가 중요 관련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후 상담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실패 로 정의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한‘ ’

다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특성이 참여자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응.

답 비뚤림 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Non-response bias) .

그럼에도 이 연구는 실제 진행된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종료 6

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소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한 연구임에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앞으로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 반영하고 금연 성공 요인

을 강화한다면 등록흡연자의 금연 행위 시작 및 금연 행위 유지를 촉진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금연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단 향후 여러 비뚤림의 가능성을 배제한 무작위 배정 대조군 비교 개입 시,

험 설계로 상담횟수와 같은 사후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확정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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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는 외래 및 상담 등

을 통한 기존의 금연치료보다 금연성공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수료 후의 사후관리로 금연유지 및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

제공은 금연성공률과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단기.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상담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를 추가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금연 성공률,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들이 추후 효과.

적인 금연 치료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무작위 배정 대조군 비교 개입 시험 설계에 의해 더욱 신뢰도 높은 치

료 성공률 제고 전략 연구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

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근거가 활발히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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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Ground:

since 201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lected regional

smoking cessation support centers in 17 cities and roads nationwide to

provide specialized treatment smoking camps, which are short-term

hospitalization smoking cessation treatment programs centered on

severely smokers. Although the success factors of smoking cessation

programs have been verified, they are mostly verification of the early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and long-term follow-up is lacking.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909 paticipants who admitted to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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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ation program of Gyeonggi Province Local Smoking Cessation Center,

between May,2015 and December, 2018. Participants are severely smokers.

They provided smoking cessation treatment and counseling, prescribing

medicines, and measured CO at 2, 4, 12, and 24 weeks after completing

the camp. We conducted a urinary cotinine test during the 12th and 24th

week of the Nesso face-to-face consultation, and investigated whether

or not to maintain smoking cessation by telephone consultation while

not visiting. Calculate the success rate of smoking cessation at 3

months and 6 months from all participants, and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6 months smoking cessation succes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f the age at the beginning of smoking is high, nicotine

dependence is 0 to less than 3 points, smoking cessation drug treatment

is taken the success rate of 6-month smoking cess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re was high confidence before and after

smoking, number of consultations was high, amount of smoking was low,

participating in the summer. Regression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when the number of

consultations conducted after the cessation camp was large. Non-smoking

success (OR 10.64 [95%CI 6.68~16.95]), and non-smoking success (OR

13.58 [95%CI 5.88~31.35]) if it is 7~9 times compared to 6 or less.

Conclusion: After analyzing the success rate of smoking cess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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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months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and operate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s for heavy smokers.

key words: smoking cessation, smoking cessation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