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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relapse within six months after quit 
attempts among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outh Korea. Methods: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94 people who attempted to quit smoking by applying for a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at the Regional Tobacco Control Center. The data used in the study were extracted from the Smoking Cessation 
Serv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Kaplan-Meier estimator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identify variables associated with smoking relapse within six months’ time period. Results: Smoking 
relapse rate within six months was 66.0%, and variables associated with relapse included the cases such as carbon 
monoxide (CO) at the time of registration (HR: 2.15, 95% CI: 1.10~4.22 for CO ≥20 ppm or more vs.CO ＜10 ppm), 
the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HR: 1.04, 95% CI: 1.00~1.07), and the number of counseling(HR: 
0.60, 95% CI: 0.54~0.67). Conclusion: Smoking characteristics and counseling showed one of the strongest 
correlations with relapse within six months.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moking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workers and to provide continuous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tailor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ffective smoking relaps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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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준 · 김철웅 · 이승은 등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 및 각종 암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주

원인 중 하나이지만 대상자의 노력 및 확고한 동기에 따라 변화

가 가능하다[1].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자 중 47.3%는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흡연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금연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금연시도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 재흡연율은 평균적으로 50%내외로 보

고되고 있다[3-5].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최근 5년간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

면, 남성기준으로 2014년 43.2%에서 2018년 36.7%로 2014년 이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6년도 Organiza-

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기준 평균흡연인구비율이 23.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2.9%로 OECD 국가 중 4위라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6]. 더불어 금연시도율과 금연계획율은 2017

년도 기준으로 각각 58.2%, 17.6%에서 2018년도 각각 52.7%, 

16.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의 

절반 이상은 금연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은 12~ 

35%에 불과하다[7-9]. 또한, 평균적으로 흡연자들은 금연을 성

공하기 위해 여러 번의 금연을 시도하는 행위. 즉, 재흡연과 금

연의 반복 끝에 금연에 성공하게 되며 평균적으로 8~14회 정도

로 보고되고 있다[10,11]. 따라서 재흡연은 금연성공과 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재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재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효과

적으로 장기간 금연성공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재흡연 관련요인으로는 호기 일산화

탄소(CO), 니코틴 의존도, 성별, 상담횟수, 연령, 학력, 총 흡연

기간, 처음흡연연령 등을 들 수 있는데, 하루 평균 흡연량이 많

을수록[3], 호기 CO 측정값이 20 ppm 이상일 때[12],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13], 상담횟수가 많을수록[14,15] 재흡연

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300

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83.5%를 점하고 있다[16].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의 흡연율이 사업장 규모와 직

업분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다. 사업장의 규모

가 작을수록 흡연율이 더 높으며, 건설 및 제조업이나 육체노동

자 같은 직종의 흡연율은 사무직보다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7]. 사업장 규모별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공

급 실태 및 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장은 금연 및 음주예방 프로그램과 건

강상담원의 보유율 및 제공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8].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지원

의 차이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게 만드

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흡연율

은 53.0~58.5%로 보고되었다[19,20]. 또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12주간 금연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대한 

Choi와 Kim [21]의 연구에서 재흡연율은 87.1%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수치는 2018년 기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

연율 36.7%보다 매우 높은 비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

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Health Plan 2020)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장의 80%가 넘는 비율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금연유지

를 위해 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금연성공 및 재흡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전

문캠프 수료자 혹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왔다[14-22]. 전문캠프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

스와는 달리 20갑년 이상 흡연한 중등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경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처럼 6개월간 금연상담 및 보조

제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찾아가는 금

연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문캠

프에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이나 장애인, 위기청소

년,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반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

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보건소 이용자나 전문캠프 수료자와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

스 이용자는 서로 특성이 달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에 제한이 있는 흡연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

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23].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와 전

문캠프 수료자의 특성이 다른 만큼 재흡연 관련 요인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 금연지

원 서비스에 등록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후 6개월 이내 재흡연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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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6개월 이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연유지 기간에 따른 재흡연 양상을 파악한다.

 6개월 이내 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D지역과 S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후 6개월 이내 재흡

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

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간 제공되며, 등록 후 첫 

한 달간은 2주마다 대면상담과 니코틴보조제와 같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제공하고 그 이후로 4주마다 방문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들을 제공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D지역과 S지역

의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찾아가

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등록한 후 4주 금연을 유지한 194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포함기준으로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기관 중 해당 기관의 근로자 5인 이

상이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의 대상자들이 포함되었으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를 신청한 기관의 근로자수가 300인이 넘거나,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대상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표

본 수는 G*Power 3.1.9.7을 이용하여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effect size=0.4, ⍺=.05, 1-β=80%로 설정했을 때 필

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18명으로 산출되었다.

3. 연구도구

연구에 활용된 대상자의 정보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시 작성한 등록카드의 정보들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들을 받아 연구

에 활용하였다. 

변수 선정을 위한 문헌검토 결과, Kim과 Jeong [3], Son 등

[4], Yang 등[5], Sim 등[8], Yoon 등[20], Kim [17], Kim 등

[12], Eo와 An [24]의 연구와 Lee 등[25]의 연구에서 호기 CO, 

니코틴 의존도, 성별, 상담횟수, 연령, 학력, 총 흡연기간, 처음

흡연연령, 금연동기, 금연자신감, 금연준비도 등이 금연성공 

및 재흡연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관련성이 밝혀진 변수 중 본 연구의 데이터 출처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연구 모형에 포함하였다.

1) 설명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등록 당시 자가보고의 형태로 등록지에 작성한 내용

을 토대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초등학교 졸업 이

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대학교 졸

업 이하 대학원 수료 이상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

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관련 특성은 처음흡연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총 흡연

기간, 호기일산화탄소측정 농도(Carbon monoxide, CO), 니

코틴의존도이다. 흡연 관련 특성들은 등록당시 측정되었으며, 

처음흡연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총 흡연기간의 경우 자가보

고의 형태로 등록지에 작성하였다. 호기일산화탄소는 등록 당

시 호기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CO 값을 사용하

였다. 호기일산화탄소 농도는 성인흡연기준에 따라 10ppm을 

기준으로 범주화[15]하여 10ppm 미만, 10~19ppm, 20ppm 이

상으로 분류하였다. 니코틴 의존도는 Heatherton 등[26]의 니코

틴 의존도 설문지(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로 측정하였으며, 모두 8문항으로 0~11점의 점수범위

를 갖는다. 해당 문항은 등록지에 포함되어 등록지 작성 시 함

께 파악하였다. 해당설문을 통해 나온 점수는 0~3점(낮음), 4~ 

6점(보통), 7점 이상(높음)을 의미한다. 처음흡연연령, 하루 평

균 흡연량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하루 평균 흡연량은 개

비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총 흡연기간은 처음흡연연령 응

답을 기준으로 등록날짜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연단위로 구하

였다.

금연에 대한 태도는 금연동기정도, 금연자신감정도, 금연준

비정도이다. 금연에 대한 태도 변수들은 등록당시 등록지에 작

성하였다. 금연동기정도, 금연자신감정도, 금연준비정도의 경

우 모두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매우 낮음)에서 

10점(매우 높음)까지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스스로 기

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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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중재 특성은 니코틴대체요법(패치, 껌, 사탕)과 상담횟

수이다. 니코틴대체요법은 사용 유무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

비스 등록일자로부터 서비스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한 번이라

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

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상담횟수는 찾아

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일자로부터 서비스가 종결되는 시

점까지의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합한 총 횟수로 구하였다.

2) 결과변수: 재흡연 여부

재흡연은 금연을 유지하던 사람이 다시 흡연하는 상태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흡연을 한 경우를 재흡

연, 6개월 이상 금연을 지속한 경우를 금연성공으로 분류하였

다. 흡연 유무 평가는 금연상담이 제공될 때마다 자가보고 및 

CO측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6개월 성공평가는 소변 코티닌 

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변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

진개발원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카드 및 상담카드의 항목들을 주요 변수

로 사용하였다. 해당 정보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시 

작성한 등록카드의 항목들로 이루어졌으며, 등록카드 작성은 

대면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응답 내용은 등록 당시 현재 시

점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상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변수 설정

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흡연 관련 특

성, 금연에 대한 태도, 금연중재 특성이 재흡연과 유의미한 관

련성을 갖는 변수들로 보고되었다[5,14,22,2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재흡연과 관련 있는 변수로 언급된 변인들 중 금

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를 모형에 포

함시켰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다(IRB No.: 201907-B-100-01). 또한, 데이터의 활용

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허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건강

증진기금으로 수행되었다(RTCC2019FH003).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자의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의 6개월 이내 시간 변화에 따른 재흡

연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활용하여 생

존곡선을 구하였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재흡연 관련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으로 로그순위검정(Log-lank test)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다변량 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와 분산팽창지수 값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연령과 총 흡연기간에서 공선성이 확인

되어 투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니코틴대체요법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2주분 제공을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12주까지의 상담일정을 금연성공 및 재흡연 

예방을 상담목표로 제공한다[27,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주

를 기준으로 재흡연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금연시도자들의 6개월 이내 재흡연 관련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투입한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

portional hazards model)을 활용하여 위험비(Hazard ratio, 

HR)와 95%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흡연율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 

191명(98.5%), 여 3명(1.5%), 연령은 30세 미만 22명(11.3%), 

30~39세 53명(27.3%), 40세 이상 119명(61.3%), 학력은 고졸 

이하 49명(25.3%), 대졸 이상 145명(74.7%)이었다(Table 1). 

연구대상자 194명을 대상으로 CO측정 혹은 CO측정과 코티

닌 측정을 통해 6개월(24주) 이내 재흡연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상자 중 6개월 금연유지여부 측정 시 코티닌 양성이거나 호

기 CO측정 값이 10 ppm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재흡연(금

연실패)로 간주하였다. 재흡연자와 금연유지자의 인구사회학

적특성, 흡연 관련 특성, 금연에 대한 태도, 금연중재 특성에 따

른 차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6개월 이상 금연유지 중인 대상은 66명(34.0%)이며, 6개월 

이내 재흡연한 대상은 128명(66.0%)이다. 재흡연자의 성별은 

남성 126명(66.0%), 여성 2명(66.7%), 학력은 고졸 이하 35명

(71.4%), 대졸 이상 93명(64.1%)로 나타났다. 호기 CO 범주로는 

10 ppm 미만 76명(61.8%), 10~19ppm 40명(71.4%), 20 ppm 

이상 12명(80.0%)이다. 니코틴의존도는 0~3점 93명(66.9%), 

4~6점 28명(63.6%), 7점 이상 7명(63.6%)이다. 니코틴 보조제 

사용 유무에 따라 재흡연한 대상은 니코틴패치 미사용 81명

(64.3%), 사용 47명(69.1%), 니코틴 껌 미사용 106명(65%), 사

용 22명(71.0%), 니코틴 사탕 미사용 118명(65.2%), 사용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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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Smoking Relapse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s Categories
Total (N=194) Relapse (n=128) Cessation (n=66)

x2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91
3

(98.5)
(1.5)

126
2

(66.0)
(66.7)

65
1

(34.0)
(33.3)

0.00 (.980)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49
145

(25.3)
(74.7)

35
93

(71.4)
(64.1)

14
52

(28.6)
(35.9)

0.87 (.352)

Baseline CO level in 
expiration† (ppm)

＜10
10~19
≥20

123
56
15

(63.4)
(28.9)
(7.7)

76
40
12

(61.8)
(71.4)
(80.0)

47
16
3

(38.2)
(28.6)
(20.0)

3.02 (.221)

FTND score† 0~3
4~6
≥7

139
44
11

(71.6)
(22.7)
(5.7)

93
28
7

(66.9)
(63.6)
(63.6)

46
16
4

(33.1)
(36.4)
(36.4)

0.19 (.910)

Nicotine patch don't use
Use

126
68

(64.9)
(35.1)

81
47

(64.3)
(69.1)

45
21

(35.7)
(30.9)

0.46 (.498)

Nicotine gum don't use
Use

163
31

(84.0)
(16.0)

106
22

(65.0)
(71.0)

57
9

(35.0)
(29.0)

0.41 (.522)

Nicotine candy don't use
Use

181
13

(93.3)
(6.7)

118
10

(65.2)
(76.9)

63
3

(34.8)
(23.1)

0.74 (.389)

Age at starting smoking† 20.54±5.04 20.38±4.25 20.85±6.34 0.62 (.586)

No. of counseling  7.16±2.15  6.34±1.95  8.74±1.56 8.67 (＜.001)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2.22±6.72 12.36±6.01 11.95±7.95 -0.40 (.692)

Importance of quitting†  8.12±2.14  7.92±2.24  8.52±1.89 1.84 (.054)

Confidence in quitting†  7.06±2.29  6.66±2.31  7.83±2.04 3.47 (＜.001)

Readiness to quit†  7.51±2.17  7.27±2.15  7.97±2.13 2.16 (.032)

CO=Carbon monoxide; FTND=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76.9%)로 나타났다. 이 중 총 상담횟수와 금연자신감에서 재

흡연자와 금연성공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후 금연유지기간에 따른 재흡연 

양상

연구대상자들이 금연시도 후, 금연유지여부 측정시기에 따

라 확인된 재흡연율은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후 5주 이상 12주 

이내에서 39.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12주 이상 6개월 이내

에서 금연시도자들의 26.8%는 재흡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이와 같은 양상은 Kaplan-Meier 생존곡선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은 등록 후 12주차까지 39.2%가, 12주차에서 16

주차까지 추가로 20.6%가, 12주차에서 6개월까지 추가로 

6.2%가 재흡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해당 

그래프의 양상은 금연시도 후 3개월까지 재흡연이 더 빈번하

게 일어나다 3개월이 지나며 재흡연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보

다 안정된 상태로 금연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6개월 이내 재흡연 관련요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2=98.61

(df= 1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모든 특성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금연유지기간을 시

간변수, 재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Cox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금연시도자들의 6개월 이내 재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

는 변수는 하루 평균 흡연량, 등록당시 호기 CO측정값, 상담횟

수(p<.05), 니코틴패치 사용여부는 근사한 수준에서 유의미

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

연지원서비스 등록당시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 개비씩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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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iod of Smoking Relapse Rate (N=194)

Variables Categories n (%) Cumulative relapse rate

Smoking status Relapse
Smoking cessation

128
66

(66.0)
(34.0)

66.0
100.0

Period of relapse (week) 5~12
13~24

76
52

(39.2)
(26.8)

39.2
66.0

S
urvival of S

m
oking C

essation  

        Time to Smoking Cessation (days)

                 Figure 1. Survival curve for smoking cessation.

때마다 재흡연 위험도가 1.04배(95%CI=1.00~1.07) 증가하였

다.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 등록당시 호기 CO측정값이 20 

ppm 이상인 경우, 호기 CO측정값이 10 ppm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재흡연 위험도가 2.15배(95%CI=1.10~4.22) 증가하였

다. 마지막으로 상담횟수가 1회씩 증가할 때마다 재흡연 위험

도가 0.60배(95%CI=0.54~0.67) 감소하였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D 지역과 S 지역

의 지역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한 300

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후 6개월 이내 

재흡연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6개월 이내 재흡연율은 66.0%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재흡연

율을 연구한 Yang 등[5]의 44.8%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해당 

선행연구는 사내 금연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 300인 이상 대

기업 사업장 근로자가 연구대상자였다. 그렇기에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인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재

흡연율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6개

월 이내 재흡연율이 남성 64.9%, 여성 68.7%라는 연구결과

[12]와는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금연유지 기간에 따른 재흡연 

양상은 전체 재흡연율의 59.4%가 등록 후 12주 이내에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3,4,14]. 따라서 금연시도자들의 재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초기 12주 이내에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금연지원서비스 등록당시 

하루 평균 흡연량이 많을수록, 호기 CO측정값이 20 ppm 이상

일 때 각각 재흡연 위험도가 1.04배(p<.05), 2.15배(p<.05) 증

가한다는 연구결과는 Kim과 Jeong [3], Kim 등[12]의 연구결

과와 일맥상통하였다. 등록당시 하루 평균 흡연량과 호기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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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azard Ratio of Smoking Relapse within 6 Months (N=194)

Variables Categories HR p 95% CI†

Gender (ref. Male) Female 1.26 .782 0.25~6.45

Education (ref. ≤High school) ≥College 0.99 .976 0.64~1.54

Baseline CO level in expiration (ref. ＜10 ppm) 10~19
≥20 

1.39
2.15

.138

.026
0.90~2.14
1.10~4.22

FTND score (ref. ≤3) 4~6
≥7

0.99
0.85

.954

.733
0.61~1.61
0.33~2.18

Nicotine patch (ref. don't use)  1.46 .061 0.98~2.17

Nicotine gum (ref. don't use)  1.31 .286 0.80~2.15

Nicotine candy (ref. don't use)  0.72 .361 0.36~1.45

No. of counseling 　 0.60 ＜.001 0.54~0.67

Age at starting smoking  1.03 .114 0.99~1.07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04 .027 1.00~1.07

Importance of quitting  1.00 .964 0.92~1.09

Confidence in quitting  0.93 .229 0.83~1.05

Readiness to quit  0.99 .855 0.87~1.12

CI=Confidence interval; ref.=Reference; HR=Hazard ratio; CO=Carbon monoxide; FTND=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 †The 95% 
Confidence Interval is presented to the third decimal place. This is because there were variables that seemed to include 1 in the Confidence 
Interval when rounded to the thrid decimal place and marked to the second decimal place. 

측정값은 대상자의 흡연습관과 흡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변

인이다[29]. 또한, 높은 수준의 하루 평균 흡연량과 호기 CO 측

정값은 높은 수준의 니코틴 의존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

며, 높은 수준의 니코틴 의존도는 재흡연율의 위험요인이 된

다[30]. 효과적인 금연유지 및 재흡연 방지를 위해 대상자들이 

주로 흡연하게 되는 상황을 금연일기 쓰기와 같은 점검을 통해 

흡연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흡연 유혹상황들에서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와 4D (Delay, Deep breath, Do 

something else, Drink)와 같은 인지 ․ 행동전략의 사용이 금연

유지 및 재흡연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2,31]. 

상담횟수가 1회씩 증가할수록 재흡연 위험도를 0.60배(p< 

.001) 낮춘다는 연구결과는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금연성공 가

능성이 높다고 한 연구들과 일맥상통한 결과였다[14,15]. 상담

횟수는 금연성공 및 재흡연 예방에 중요한 변인인 만큼 높은 수

준의 상담횟수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금연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횟수를 

유지하기 위해 상담을 위한 공간 즉, 지속적인 금연상담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금연

상담과 같은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

이다[25].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업무 협력 구축을 통해 근무지

의 휴게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하다. 또한, 환경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화 및 문자서

비스와 온라인 미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

화된 매뉴얼 제작이 재흡연 예방 및 금연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학력

은 6개월 이내 재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성별과 연령이 금연성공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14]와는 동일한 결과였으나, 성별과 재흡연이 유의한 관련성

이 있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다[32]. 이는 본 연구에서 연

구대상자들의 성비가 남 191명(98.5%), 여 3명(1.5%)로 남성

에 편향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적절하지 못하

기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대상자의 성비를 유사하게 설

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흡연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여 300인 미만 사업

장 근로자의 6개월 이내 재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것

으로, 연구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114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진병준 · 김철웅 · 이승은 등

재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그동안 주로 사용되어왔던 방법인 특정한 시점에서 재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을 확인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는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다른 연구들과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이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직군에 따른 비교에 어려움

이 있었다. 기존의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흡연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작업의 형태나 근무시간 직업특성이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33]. 후속연구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직군별 비율을 유사하게 설정하여 직군에 따른 재흡연 관련요

인 및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의 진행을 통해 직업군의 특성에 맞

춘 금연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장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작업환경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흡연율과 관련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커

질수록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

율 또한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17,34]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금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접근방식에 차이를 두

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후 사업장의 규

모에 따른 재흡연 관련요인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사업장 규

모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금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6개월(24주) 이

후의 금연지속 여부는 제공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기간 이후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300인 미만 사업

장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Kim

등[1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금연성공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숫자가 3명에 불과하여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유사하게 설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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