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www.kan.or.kr  |  ISSN 2005-3673

성인 남성의 금연 준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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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stage to quit smoking in men. Methods: Based on 
data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conducted in Chungbuk Province in 2008, we estimated rates and odds ratio (OR)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for 2,639 men who were current smoker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stage to quit smoking. Results: Among current male smokers, the rate of smoking cessa-
tion intention was 17.1%. The OR of factors affecting smoking cessation was as follows: Compared to men with middle school 
education, the OR for rate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men with high school education was 1.47 (p= .018), and for col-
lege or higher, 1.55 (p= .017). Compared to being single, the OR for cohabitation after marriage was 1.61 (p= .011) and living 
alone after marriage, 2.23 (p= .005). The OR for attempt to quit smoking,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nd participation in 
smoking education were 6.80 (p< .001), 1.32 (p= .020) and 1.69 (p= .005), respectively.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ecrease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nd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smoking cessation education 
targeting current smokers to move them from precontemplation or contemplation stage to prepar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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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면서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

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 갑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담배 광고를 제한하기 시작한 이

래,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담배 가격을 인상하

였으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 설정, 담배 자

동판매기 성인 인증장치 부착 등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금연사

업을 통해 흡연을 규제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흡연자를 대상으

로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금연조례제정, 금연거리 선포 등을 통해 금연을 유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2000

년 60.5%에서 2005년 50.3%, 2010년 39.6%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일본 성인 남성의 흡연율 36.6%, 2008년 미국 성인의 흡연율 

20.6%, 2009년 싱가포르의 성인 흡연율 14.0%에 비교할 때(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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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ealth, Welfare and Affairs, 2011a),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성인 남

성의 흡연율은 높은 편으로, 금연을 위한 다각적이고 효과지향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행위변화에 대한 범이론적 모델에 의하면 흡연자가 금연에 이르

기 위해서는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및 유지단

계의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며(Prochaska, DiClimente, & Norcross, 

1992) 일방향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각 단계로의 진입과 퇴보를 반복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행위변화의 단계를 구분할 때 가장 중

요한 요인은 흡연자의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의 실천이다(Marcus, 

Selby, Niaura, & Rossi, 1992). 이 중 금연의도는 금연프로그램 참가여

부, 금연시도여부 및 금연성공의 예측인자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Kenford et al., 1994), 선진국의 경우 수많은 금연프로그램들이 수행

되면서 금연의도, 금연시도, 금연성공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

구학적 요인, 흡연관련요인,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Son et al., 1999).

한편 준비단계의 흡연자는 그 이전 단계의 흡연자보다 행위변화

에 대한 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

는 시기로, 행동 변화를 위해 가장 집중적인 의료인의 중재가 요구

되고 있으며, 실제로 Kim, Kim과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준비단

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소중심 금연중재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연의도가 없거나 낮은 흡연자의 금연의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금연중재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준비단계로의 이행을 돕는 과정은 금연행동단계와 유

지단계로의 변화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연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범이론적 모델을 중심

으로 행위변화의 각 단계별 흡연자의 인지적 요소를 설명하는 연구

(Ahn, Yeun, Kwon, Chang, & Ryu, 2005; Chang, Kim, Seomun, Lee, & 

Cha, 2006; Chang & Park, 2001; Chang, Kim, Kil, Seomun, & Lee, 2005; 

Kim, 2005)와 각 단계별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관련 특성 및 건

강관련 특성들을 기술하는 연구(Kim, Seo, & Kang, 2006; Lee, 2007)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금연성패(Chang & Noh, 2003; 

Son et al., 1999)나 금연의도(Chang et al.; Kim; Kim, Kim, & Kim, 2009)

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다루고는 있으나, 연구대상이 소규모의 청

소년이나 직장인, 일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프로그램 참여자로 

지역사회 성인 남성 흡연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광역자치지역의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흡연중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개월 내 

금연의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계획전

단계 및 계획단계의 흡연자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계

획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연의도에 따른 성인 흡연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관

련 요인, 흡연관련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1개월 내 금연의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충청북도 지역사회건

강조사’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를 2차 분석한 서술적 횡단적 조

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2008년도 충청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남성 

5,831명 중 비흡연자 1,616명 및 과거 흡연자 1,576명을 제외한 현재 

흡연자 2,63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흡연자의 정의

는 현재까지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현재 흡연 중인자로 하였다.

2008년 충청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모집단은 시·군·구별 만 

19세 이상 성인(1989년 7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표본틀은 모집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인 2008년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Konkuk University, 2009).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2단계 표본추출과정을 거졌으며, 먼저 1차 추출(primary 

sampling은 표본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동/읍/면의 주택에 따

라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인 통/반/리의 표본지점을 

확률크기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ampling)으로 

선정하였으며, 2차 추출(secondary sampling)은 조사대상 가구를 선

정하는 과정으로 1차 추출에서 선정된 표본지점의 통/반/리의 가

구수를 파악하여 가구명부를 작성한 후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으로 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보건소를 기준으로 

지역(통/반/리)과 가구 수의 분포를 반영하고 가구 내 19세  이상 성

인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모수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3개 보건소간 비교를 위해 목표오차 ±3% 수준를 고려하여 표본

의 크기를 평균 900명 내외로 정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

문하여 1:1 직접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면접소요시간은 1시간 이

내(약 45분) 이었으며 모든 문항은 동의서 작성 후 설문지를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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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활용된 도구는 2008년도 충청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설문지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인구학적 특성, 건강, 흡연 및 환

경적 요인을 평가하는 문항을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연령은 생애주기 기준으로 19-44세, 45-64세, 65세 이상으로, 경

제수준은 년 가구 총 소득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

다.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졸업생, 휴학생 및 대학원 포함), 고등학

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자의 직업분류는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21개 산업분야(모름과 비해당 포함)를 바탕

으로 화이트칼라(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

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 블루칼라(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 

건설업), 자영업자(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순박 및 음식점업, 부동

산 및 임대업), 기타(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업체, 

모름, 무직 등)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으며 같이 사

는 경우, 결혼을 하였으나 혼자 사는 경우(이혼, 사별, 기타) 및 미혼

으로 구분하였다. 

2) 금연의도

금연의도란 앞으로 금연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를 의미한다(Kim, 2005). 본 연구에서는 금연

을 계획하고 있는 지와 그렇다면 향후 1개월 내 금연을 계획하고 있

는 지를 질문함으로써 향후 1개월 이내에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준

비단계의 대상자와 금연에 대한 의지가 1개월 이내에 없는 계획 및 

계획 전단계 단계의 대상자로 구분하였다.

3)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으로 운동 실천여부, 음주습관, 비만도 및 만성질

환 여부를 평가하였다. 운동 실천은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의 운동을 5일 이상 실시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음주빈도는 월 1

회 이상과 월 1회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비만도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2)으로 나눈(Quetel’s index, Kg/m2) 체질량지수(Body mass in-

dex, BMI)를 계산하여 25 미만의 정상군과 25 이상의 비만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만성질환의 유무는 의사로부터 7개 만성질환(고혈

압, 고지혈증,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및 천식)에 대하여 하

나 이상을 진단 여부로 정의하였다.

4) 흡연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흡연관련 요인으로 흡연시작 연령, 총 흡연기간, 하

루 평균 흡연 량, 그리고 금연시도 여부를 포함하였다. 흡연시작 연

령은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으로, 하루 평균 흡연 량은 ‘반 갑 이하’, 

‘반 갑 초과-한 갑’, ‘한 갑 초과’로 측정하였다. 흡연기간은 흡연시작 

연령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으로 10년 이하, 10년 초과-20년 미

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금연시도는 최근 1년 동

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한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5) 환경적 요인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간접흡연, 금연캠페인, 

및 금연교육 노출여부를 측정하였다. 간접흡연 노출은 가정 내에서

의 비교적 지속적인 간접흡연 여부를 측정하였다. 금연캠페인 노출

은 최근 1년 동안 TV 및 라디오의 공익광고, 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

해 금연캠페인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금연교

육 노출은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교육 참여여부를 

측정하였다.

4. 자료 분석

통계프로그램은 SAS 9.10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카이제곱 통계

량과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2008년도 충청

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할 1차 자료를 연

구내용에 맞게 재구성한 후 금연의도 여부와 각 변수에 대하여 카

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여 p-value .05에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

다. 다음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 .20에서 유의한 변수에 대

하여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드

화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금연의도를 가진 변수

의 승산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을 제시하였으며, p-value .05에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1.  1개월 내 금연의도에 따른 인구학적, 건강관련, 흡연관련 및 

환경적 요인 

현재 흡연자 2,639명 중 1개월 이내에 금연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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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17.1%(451명) 이었다. 1개월 내 금연의도 

여부와 인구학적, 건강관련, 흡연관련 및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에서 1개월 내 금연의도 여부에 학력, 직업, 결

혼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의도가 있거나 없는 

두 집단 모두 고졸의 학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없는 대상자 집단의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대상

자의 비율(36.3%)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난 대상자 비율(22.6%)보

다 더 높은 반면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있는 대상자 집단의 경우 대

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29.5%)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대

상자 비율(28.2%)보다 약간 높았다(p< .001). 직업의 경우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있는 집단의 경우 화이트 칼라 직업의 비율이 20.4%로 

16%를 보인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고, 자

영업자의 경우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있는 집단에서는 19.3%를 나타

Table 1. Smoking Cessation Intention by Demographic, Health-related, Smoking-related and Environmental Factor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a month

χ2 or t p*No Yes Total

n (%) n (%) n (%)

Age (yr) 19-44
45-64
≥65

1,035 (47.3)
819 (37.4)
334 (15.3)

230 (51.0)
167 (37.0)
54 (12.0)

1,265 (47.9)
 986 (37.4)
388 (14.7)

3.84 .147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794 (36.3)
899 (41.1)
494 (22.6)

127 (28.2)
191 (42.3)
133 (29.5)

921 (34.9)
1,090 (41.3)

627 (23.8)

14.74 < .001

Income (ten thousand won) ≤100
101-200
201-300
≥301

553 (28.7)
611 (31.7)
430 (22.4)
331 (17.2)

 99 (26.4)
108 (28.8)
 87 (23.2)
81 (21.6)

652 (28.3)
719 (31.3)
517 (22.5)
412 (17.9)

4.97 .174

Occupation White collar
Blue collar
Private business
Other

346 (16.0)
803 (37.2)
534 (24.7)
478 (22.1)

 91 (20.4)
169 (37.9)
86 (19.3)

100 (22.4)

437 (17.7)
 972 (37.3)
620 (23.8)
578 (22.2)

 8.90 .031

Marital Status CAM
LAAM
Single

1,612 (74.3)
132 (6.1)
425 (19.6)

353 (79.2)
30 (6.7)
63 (14.1)

1,965 (75.1)
162 (6.2)
488 (18.7)

7.32 .025

Walking exercise None
Doing

1,333 (60.9)
855 (39.1)

264 (58.5)
187 (41.5)

1,597 (60.5)
1,042 (39.5)

0.89 .345

Alcohol consumption
  (No. of times/month)

<1
≥1

470 (21.5)
1,718 (78.5)

103 (22.9)
347 (77.1)

573 (21.7)
2,065 (78.3)

0.44 .509

BMI <25
≥25

1,690 (77.9)
479 (22.1)

342 (76.7)
104 (23.3)

2,032 (77.7)
583 (23.3)

0.33 .568

Chronic diseases None
≥1

1,809 (82.7)
397 (17.3)

357 (79.2)
94 (20.8)

2,166 (82.1)
473 (17.9)

3.15 .076

Age when starting to smoke (yr) <19
≥19

676 (30.9)
1,512 (69.1)

137 (30.4)
314 (69.6)

813 (30.8)
1,826 (69.2

0.05 .828

No. of packs of cigarettes 
  smoked (packs/day)

≤1/2
1/2~1
>1

786 (35.9)
1,120 (51.2)

282 (12.9)

180 (39.9)
225 (49.9)
46 (10.2)

 966 (36.6)
1,345 (51.0)

328 (12.4)

3.92 .140

Smoking duration (yr) <10
11-20
≥20

251 (11.5)
515 (23.7)

1,410 (64.8)

44 (9.9)
132 (29.5)
271 (60.6)

295 (11.2)
647 (24.7)

1,681 (64.1)

7.12 .029

Attempt to quit smoking 
  last year

Never 
Attempted

1,544 (70.6)
644 (29.4)

111 (24.6)
340 (75.4)

1,655 (62.7)
 984 (37.3)

337.70 < .001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family

Yes
No

1,099 (50.3)
1,085 (49.7)

180 (40.0)
270 (60.0)

1,279 (48.6)
1,355 (51.4)

15.91 < .001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campaigns in   past year

No
Yes

313 (14.4)
1,865 (85.6)

39 (8.7)
411 (91.3)

352 (13.4)
2,276 (86.6)

10.46 .001

Participation in education for smoking  
  cessation in past year

None
Participated

2,065 (94.7)
115 (5.3)

390 (86.9)
59 (13.1)

2,455 (93.4)
174 (6.6)

37.26 < .001

Total 2,1887 (82.9) 451 (17.1) 2,639 (100)

BMI=Body mass index; CAM=Cohabitation after marriage; LAAM=Living alone after marriage.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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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지만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없는 집단에서는 24.7%로 나타나 차이

를 보였다(p= .031). 한편,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있는 집단의 경우 결

혼으로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79.2%, 미혼의 비율이 14.1%로 1개

월 이내 금연의도가 없는 집단에서 각기 74.3%와 19.6%를 나타낸 것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25). 

건강관련 요인의 경우, 운동 실천, 음주빈도, 체질량 지수, 그리고 

만성질환 여부 모두는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관련 요인 중에서는 총 흡연기간과 최근 1년 동안의 금연시

도 여부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총 흡연기간이 11년 이상에

서 20년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있는 집단의 비율이 

29.5%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23.7%보다 높았고(p= .029),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있는 대상자의 75.4%가 최근 1년 동안 금연시도를 했었

던 반면 금연의도가 집단에서는 29.4% 만이 금연시도를 했다고 응

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환경적 요인의 경우,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있는 집단에서 가족 

내 간접흡연 비노출의 비율(60%)이 1개월 이내 금연의도가 없는 집

단의 비율(49.7%)보다 높았으며(p< .001), 또한 1개월 이내 금연의도

가 있는 집단의 금연캠페인 노출과 금연교육 참여의 비율이 각각 

91.3%와 13.1%로 그렇지 않은 군의 비율 85.6%, 5.3%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 .001, p< .001). 

2. 1개월 내 금연의도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0.20 이하인 변수들, 즉 연령, 학력, 수

입, 직업 종류, 결혼상태, 만성질환 여부, 일일 흡연량, 흡연 기간, 최

근 1년 동안의 금연 시도, 가족 내 간접흡연 여부, 최근 1년 간 금연

캠페인 노출 여부, 최근 1년 간 금연교육 참여 여부 등 총 12개의 변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력, 결혼상태, 금연시도, 간접흡연, 금연교육 참여가 1개월 

내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고졸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대상자의 1개월 내 금연의도율

은 중졸이하 1개월 내 금연의도율의 각각 1.47배(95% CI : 1.07-2.02)

와 1.55배(95% CI : 1.08-2.24)이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하는 

집단과 혼자 사는 집단의 1개월 내 금연의도율은 미혼 대상자의 각

각 1.61배(95% CI : 1.12-2.33)와 2.23배(95% CI : 1.27-3.90)이었다.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1개월 내 금연의도율은 금연 시도가 전

혀 없었던 집단의 6.80배(95% CI : 5.35-8.64)이었으며, 가족 내 간접

흡연 비노출 대상자의 1개월 내 금연의도율은 가족 내 다른 흡연자

가 있어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던 대상자의 1.32배(95% CI : 1.05-1.66)

이었다. 최근 1년 이내 금연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1

개월 내 금연의도율은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의 1.69배(95% 

CI : 1.17-2.43)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2008년도 충청북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남성 

5,831명 중 현재 흡연자 2,639명(남성 흡연율 45.3%)을 대상으로 1개

월 내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후향적 조

사 연구이었다. 

의도는 앞으로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동요인이기에

(Sheeran, 2002), 현재 수준에서 금연의도를 물어 금연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또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보건사업의 근거를 생

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연의도가 없다가 금연의도가 생겼

다면 금연의도가 생긴 시점에서 금연의도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역으로 금연의도가 있다가 금연의도를 상

실하였다면 금연의도의 상실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여야 이후 관련된 요인을 이용하여 금연의도를 유발시키는 보건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흡연자 중 1개월 내 금연의도를 지닌 준비단계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451명(17.1%)이었으며, 이는 각 단계별 대상자의 분포를 제

시했던 선행연구들, 즉 준비단계의 대상자를 10-15%로 제시한 외

국의 선행연구(Prochaska et al., 1992; Plummer et al., 2001) 및 13-18%

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선행연구(Chang et al., 2005; Kim, Seo, & 

Kang, 2006)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개월 내 금연의도에 영향을 주

는 변수는 학력, 결혼상태, 가족 내 간접흡연여부, 금연시도 및 금연

교육이었다. 학력수준은 고학력에서 준비단계의 비율이 21.9%로 

Ryu, Shin, Kang과 Park (2011)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

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건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능력 

균형도가 높고 건강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 결과 준비단계 흡연자의 75%가, 금연의도를 가지는데 

있어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고 응답하였고(Kim, 2005), 또 다른 연구에서(Ahn et al., 2005; Kim, 

2000) 가족의 도움은 준비단계보다는 행동단계나 유지단계에 많이 

사용되는 전략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1개월 내 금연의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가족 구성원의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이나 흡연자에 대한 

건강염려 등이 흡연자가 금연의도를 갖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결국 동거 가족이 흡연자의 금연의도 형성에 긍정적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비흡연 가족이 흡연자의 금연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흡연자의 가족 내 간접흡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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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도 알 수 있다. 즉, 흡연자가 

가족 내에서 간접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가족 내 다른 흡

연자가 없는 경우가 가족 내 다른 흡연자가 있어 간접흡연이 이루어

지는 경우보다 높은 1개월 내 금연의도를 보였다. 배우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28.3%가, 흡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46.5%가 금연에 

성공하였다는 연구 결과(Manchón Walsh et al., 2007)에 비추어 볼 

때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은 금연의도 및 금연 성공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의도를 가지도록 돕는 중

재에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금연시도 여부는 또한 1개월 내 금연의도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쳤다. 금연시도는 준비단계에서 행동단계의 변화이므

로,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는 행위변화 측면에서 금연의도를 가진 

단계 즉 준비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연에 이르는 행

위변화의 5단계 중 준비단계 흡연자에서 금연시도 횟수가 가장 많

았다는 연구(Lee, 2007)나 과거 1년 동안 금연시도 횟수가 많을수록 

계획전단계나 계획단계에서 준비단계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연구(Kim,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금연교육 참여는 

금연시도의 한 행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다른 연구 결과

(Kim et al., 2006)와 같이 금연교육 참여 자체가 대상자의 금연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

육을 통해 흡연을 이득적인 것으로 평가(Pros) 하던 흡연자가 흡연

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Cons)하게 되면서 준비단계로 이행한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연캠페인, 

금연교육 등을 이용하여 흡연자가 준비단계에 이르도록 돕는 중재

와 금연시도 후 실패한 대상자의 재시도를 촉진하는 중재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금연교육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재 금연교육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충북 13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시행한 금연

교육에 참여한 지역주민(군인·경찰, 대학생, 사업장 근로자 포함)은 

지난 2009년 106,326명이었으며, 2010년 92,191명이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Affairs, 2011b). 본 연구에서도 전체 남성 흡연자

중 금연교육 참여율 6.6%에 불과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 

참여율은 감소하였다(44세 이하 7.2%, 45-64세 6.1% 및 65세 이상 

5.9%). 따라서 흡연자가 금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금연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건

소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에서의 금연교육이나 기타 금연 프로

그램은 금연사업에서 매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흡연자

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나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금연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최근 1년 동안의 금연캠페인 노출은 1개월 내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Smoking Cessation related Variables

Variables (reference group) Categories Adjusted OR
95% CI

Lower Upper

Age (19-44 yr) 45-64
≥65

1.07 
0.98 

0.74 
0.59 

1.54 
1.63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47 
1.55

1.07
1.08

2.02
2.24

Income (≤100 ten thousand won) 101-200
201-300
≥301

0.72 
0.72 
0.87 

0.57 
0.52 
0.61 

0.93 
1.01 
1.23 

Occupation (white collar) Blue collar
Private business
Other

1.04 
0.77
1.02 

0.61 
0.54 
0.70 

1.23 
1.09 
1.48 

Marital Status (single) CAM
LAAM

1.61
2.23

1.12
1.27

2.33
3.90

No. of chronic diseases (none) ≥1 1.24 0.92 1.67 

No. of packs of cigarettes smoked (packs/day)
  (≤1/2 packs of cigarette)

1/2~1
>1

0.93
0.86

0.73
0.58 

1.18
1.27 

Smoking duration (<10 yr) 11-20
≥20

0.90 
0.69 

0.58 
0.43 

1.39 
1.13 

Attempt to quit smoking (never) Attempted 6.80 5.35 8.64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yes) Never 1.32 1.05 1.66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campaigns (none) Yes 1.29 0.89 1.89 

Participation in smoking cessation education (never) Participation 1.69 1.17 2.43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CAM=Cohabitation after marriage; LAAM=Living alone after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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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연홍보가 지속적으로 이

뤄질 경우 흡연에 대한 반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Suh, 2006), 흡연

율이 감소한다는 연구(Pechmann & Reibling, 2000)와는 일치된 결

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정부 및 민간단체에 의한 대상자별 세분화된 홍보 전략으로 공

중파, 인쇄매체, 각종대회, 기념행사 등을 통해 수 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금연캠페인에 흡연자들이 이미 여러 번 노출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즉 최근 1년 동안의 노출은 없었더라도 이전에 이미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여러 번의 노출로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민감

성이 저하되었거나 혹은 각 대상자가 접한 금연캠페인마다 제시하

는 메시지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

이다. 추후 금연캠페인 노출 빈도와 강도 등에 따른 금연의도 및 금

연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충북지역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흡연의 행태

변화 단계 중 금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범이론적 모델에서 

다루는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유혹 또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

가 없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측면에서만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과 범이론적 모델의 

인지 및 동기적 요소와의 상호 관련성 부분을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2차 자료 활용이 갖는 한계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

개 광역자치지역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관련요인을 평가하였기에 

전체 남성 흡연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는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가 공개되는 시점에서 전체 참여

자(약 22만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다. 셋째, 횡단적 연구가 갖는 한계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간의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단위라 할 수 있는 일개 

광역자치지역 내 13개 기초지방자치지역의 대규모 지역사회 건강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금연을 위한 행위변화 단계 중 준비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1년 동

안 금연교육에 참여하거나 혹은 금연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흡연

자의 경우 금연행위의 준비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금연교육 이수 후 혹은 금연 시도 이후 금연에 실패하였더라도 계

속 금연의도를 지니는 흡연자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연교육 후 금연에 실패하였거나 혹은 다시 흡연이 재발된 

대상자들이 다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금연의지가 없거나 미약한 흡연자를 준비단

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1개월 내 금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상자의 인

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금연관련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파악

하여, 향후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의 흡연자를 준비단계의 흡연자

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

상은 2008년, 충청북도 13개 지역에서 시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남성 대상자 5,831명 중 흡연자 2,639명이었다. 1개월 내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교차분석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시행하였다. 현재 

흡연자중 1개월 내 금연의도가 있는 대상자는 17.3%(484명)이었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1개월 내 금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

력, 결혼상태, 최근 1년 간 금연시도, 가족 내 간접흡연 및 최근 1년 

간 금연교육 참여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현

장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우선 흡연자의 학력과 결혼상

태 및 가족 내 간접흡연 변수들은 중재가 불가능한 변수이므로 이

들 변수는 준비단계의 흡연자를 발굴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준비단계의 대상자는 금연성공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를 금연 준비

단계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금연에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능

한 한 많은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금연교육 참여자가 금연에 실패하

더라도 준비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재교

육은 높은 금연 성공률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연교육 참여나 금연시도 및 금연 성공을 위한 가족의 역할은 중

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금연 전략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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