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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상동맥(coronary artery)은 심장 주위를 왕관처럼 둘러싸고 심장

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혈관으로, 관상동맥

남자 관상동맥질환 진단경험자의 금연 의도와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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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Smoking cess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prevention of coronary artery disease.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nd the related factors among men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to aid in determin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smoking cessation. Meth-

ods: Data for 836 male current smoker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living in a community were collected from the 2013 Community Health Survey in 

Korea.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xtent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nd related factors was examined using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Uni-

variate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In the univariate analysis, young age, high education level, non-manual 

occupation, lower frequency and less quantity of the cigarettes, physical activity, continuous smoking cessation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and recent exposure to public advertising regarding smoking cess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ow frequent cigarette smoking (odds ratio [OR], 4.53; 95% confidence interval [CI], 2.23-9.23), continuous smoking 

cessation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OR, 3.07; 95% CI, 1.71-5.49), and recent exposure to public advertising regarding smoking cessation 

(OR, 2.33; 95% CI, 1.07-5.09)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intention.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moking ces-

sation intention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and to provide a more active intervention using regular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and persistent public advertising. Moreover,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as well as smoking-

related behaviors and community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while developing a smoking cess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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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심장질환을 통칭하여 허혈성 심장질환(ischemic heart dis-

ease)이라고 한다[1].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의 폐쇄나 협착에 의

해 발생하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으로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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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심장의 혈액 공급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흉통이 발생하

는 ‘협심증’과 심장 근육의 허혈(虛血) 상태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오래 

지속되어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1,2]. 암, 뇌

혈관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장질환 중 심

근경색증,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많은데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2014년 인구 10만 명당 27.9명으로 20년 전에 비하여 2배 이

상 증가하였다[3].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인한 외래 및 입원 환자수는 2010년 66,572명에서 2015년 87,984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성인 남자의 현재 흡연

율은 2014년 43.1%였고[5],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KAMIR)에 의하면 등록된 심근경색증 

환자의 현재 흡연율은 51.6-61.4%에 달하였다[6]. 관상동맥질환의 잘 

알려진 주요 위험요인인 연령, 가족력, 흡연, 신체적 비활동, 음주,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중 특히 흡연은 인구집단기여위험도(pop-

ulation attributable risk, PAR)가 22-42% 정도로 가장 높고 개선이 가능

한 중요한 위험요인이다[7,8]. 또한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의 치료적 목적

에 있어서도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스트레스 관리,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9], 특히 금연은 관상동맥질

환의 재발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10,11]. 41개국 18,000여 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흡연을 지속하고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소홀히 한 경

우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한 비흡연자에 비해 6개월 후 심근

경색, 뇌졸중, 사망의 위험이 3.8배 높았다[10].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는 20여 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관상동맥질환 환자가 금연을 하는 경

우 흡연을 하는 환자에 비해 사망의 상대위험도가 36% 감소하였다

[11]. 또한, 관상동맥질환자의 20년 추적조사 연구에서, 금연은 사망과 

재수술의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독립적 예측인자였으며, 흡연을 계속 

하는 경우는 금연을 한 경우에 비해 사망의 위험도가 1.68배, 심장질

환 사망이 1.75배 높았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의 일차 예방뿐 아니라 

발병 후 재발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금연

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현

재흡연자 중 상당수는 흡연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사회심리학적으로 의도(intention)는 미래의 행동을 위한 정신적인 

준비의 핵심적인 지표이고[14], 행위 변화 단계에 대하여 Prochaska가 

제안한 범이론적 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금연 의도가 없는 집

단에 비해 금연 의도를 가진 집단에서 금연 행동을 취하는 비율이 더

욱 높았음을 보여주었다[15]. 선행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금

연의도와 관련이 있었던 요인으로는 연령[16,17], 독거 상태[16], 우울감

[17], 금연시도 횟수[18], 니코틴 의존도[19], 흡연 기간[17], 금연의 유익

성 지각[16,18], 금연행위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을 지각한 정도

[18],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20], 심장재활 프로그램 참여[17], 간접흡연

노출[17] 등이 있었다.

국내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퇴원한 환

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의도와 관련 요인을 연구한 결과들[16,18-20]은 

대부분 특정한 1-2개 병원 내에서의 대상자에 국한되어 표본의 크기

가 80-180명 정도이고, 일부 연구는 표본 선택 시 편의 추출을 이용하

여 국내의 전체 관상동맥질환 환자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6].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성인에서 심근경

색증 또는 협심증 환자의 유병률은 대략 2% 정도이기 때문에[5], 일부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년간 연구를 할 경우 표본 크기가 작고 일

반화하기 어려운 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

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성 있는 약 23만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되는 자료[21]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내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남자 현

재흡연자의 금연 의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관상동맥질환자의 금

연의도와 관련된 특성을 고려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적용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자료원

이 연구에서는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21].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

년부터 시행되었다. 목표 모집단은 2013년 7월 기준으로 시·군·구에 거

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고,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에 표본 가구

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조사는 2013년 8월 16일부터 10

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computer assisted personal in-

terviewing)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228,781

명이었고, 남자는 102,722명이었다. 관상동맥질환 의사진단 경험자는 

‘의사에게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의사에게 협

심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로 정의하

였고 3,276명이었다. 이 중 현재흡연자는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라는 

문항에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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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명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소득, 우울감 여부, 이상지질혈증 의사진

단 경험유무)에 대하여 응답거부 또는 모름으로 답한 28명을 제외한 

836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변수 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연령(40세 미만, 40-49세, 50-59

세, 60-69세, 70세 이상), 학력(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이상), 직업(사무직, 비사무직, 기타), 월 가구소득(100

만 원 미만, 101만 원-200만 원, 201-300만 원, 301-400만 원, 401만 원 이

상)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조사된 직업분

류 변수를 이용하여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인 경

우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

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비사

무직’, 직업군인, 학생/재수생, 주부, 무직인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건강 행태

건강행태에 관한 문항은 현재 흡연 빈도(매일 피움, 가끔 피움), 한 

달 간 흡연량(15팩 미만/1개월, 15-30팩 미만/1개월, 30팩 이상/1개월), 

신체활동 정도(낮음, 중간, 높음), 음주 빈도(비음주, 월 1회 이하, 월 2-4

회, 월 4회 초과), 주관적 스트레스(조금 또는 거의 안 느낌,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낌), 우울감 유무로 구성하였다. 신체활동 정도는 격렬

한 신체활동, 중증도 신체활동, 걷기 활동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여 국

제신체활동설문(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의 활동량 분류 프로토콜을 따라 낮음, 중간, 높음으로 구분하였다

[22]. 걷기의 경우 3.3 MET, 중등도 신체활동의 경우 4.0 MET, 격렬한 

신체활동의 경우 8.0 MET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별로 MET-min/week

을 계산(metabolic equivalent [MET]×지속 시간[분]×빈도[회/1주])하

고, 각 신체활동별 시간과 빈도를 고려하여 3개 범주로 구분하는 방법

으로 자세한 분류는 프로토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23]. 과거력은 

고혈압 의사진단 유무, 당뇨병 의사진단 유무, 이상지질혈증 의사진단 

유무로 구성하였고, 만성질환의 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

단 경험의 합으로 하였다(최소 0, 최대 3). 

금연 중재

금연 중재에 관한 문항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담배를 끊거나 줄이

라는 금연 권고(전혀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

다), 최근 1년간 공익광고(TV, 라디오, 포스터, 리플릿) 경험 유무, 최근 

1년간 금연 교육 경험 유무로 하였다. 

금연 의도

현재흡연자의 금연 의도는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문항의 응답은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

획이 있다’,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③ 6개월 이내는 아니

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 있다’,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생각

이 없다’였다. Prochaska의 범이론적 모형은 행동 변화에 대하여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떠한 행동을 할 의도가 없는 고려 전단계(precontem-

plation stage), 향후 6개월 이내 어떠한 행동을 할 의도가 있는 고려 단

계(contemplation stage), 1개월 이내에 어떠한 행동을 할 의도가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어느 정도의 행동 변화가 있는 준비 단계(preparation 

stage), 최근 6개월 이내 특정 행동의 명백한 변화가 일어난 실천 단계

(action stage), 행동이 6개월 이상 유지되는 유지 단계(maintenance 

stage)로 구분하였다[24]. 범이론적 모형을 이용한 한 금연 프로그램 연

구에서 참여자들의 금연 성공 정도는 시작 당시 참여자들이 어떤 단

계에 있었는가와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고려 단계 또는 준비 단계에서 

시작한 대상자는 고려 전단계에서 시작한 대상자보다 6개월째 실시한 

추적 조사에서 2-3배 이상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25]. 선행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연 의도의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위 보기 중 ①, ②)와 6개월 이내 없는 경우(위 보기 중 ③, 

④)로 구분하였다.

자료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과거력, 금연 중재에 관한 

특성은 변수별 항목에 따른 대상자 수 및 분율(%)로 나타냈고, 현재흡

연자의 금연 의도 여부에 따른 특성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현재흡연자의 금연 의도와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흡연자의 금연 의도가 6개월 이내

에 있는 경우를 결과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p-value < 0.10인 변

수(연령, 교육, 직업, 현재 흡연 빈도, 한 달간 흡연량, 신체 활동, 주변인

의 금연 권고 유무, 최근 1년간 공익광고 경험 유무, 최근 1년간 금연 

교육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

든 통계 분석은 SAS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α-level)은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 의도와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 836명 중 1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 8.0%, 6개월 

이내 8.6%,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 있는 경우 46.7%, 현재 전혀 금연

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36.7%였다(data not shown). 즉, 관상동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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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이 중간 또는 높은 군은 18.9-20.1%가 금연 의도를 가지고 있

었다(p< 0.033). 음주 빈도, 스트레스, 우울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의사진단 경험 유무는 금연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만성질환의 수가 많아질수록 금연의도를 가진 대상

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금연 의도와 금연 중재

금연 중재에 관한 특성 중 주위 사람의 금연 권고, 최근 1년간 공익

광고 경험 등이 금연 의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Table 3). 주위 사

진단경험이 있는 현재흡연자 중 83.4%는 금연 의도가 전혀 없거나 언

젠가는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6.6%가 1개월 내 또는 6개월 내 금연 

의도가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 교육, 직업이 금연 의도

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Table 1).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의 31.8%

가 금연 의도를 가졌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연 의도가 감소하였다

(p= 0.043). 교육 수준 별로는 대학교 이상의 25.6%에서 금연 의도가 있

었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금연 의도가 감소하였다(p= 0.019). 직업은 사

무직인 경우 28.4%가 금연 의도가 있었고, 비사무직이거나 기타인 경

우 낮았다(p = 0.011). 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연 의도가 있는 대

상자가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금연 의도와 건강행태

건강 행태에 관한 특성 중 현재흡연자의 흡연 빈도, 한 달간 흡연량, 

신체 활동 정도가 금연 의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Table 2). 담배

를 가끔 피우는 대상자의 44.8%가 금연 의도를 가졌고, 매일 피우는 

경우는 14.2%였다(p< 0.001.) 한 달간 흡연량이 15갑 미만인 대상자의 

26.2%에서 금연 의도가 있었고,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p< 0.001). 신체적 활동이 낮은 군의 13.0%가 금연 의도가 있었던 반면, 

Table 1. Smoking cessation intention (%)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
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p-value1Never or 
someday
(row %)

Within 1 
month or 
6 months
(row %)

Total 836 83.4 16.6
Age (y) <40 

40-49 
50-59 
60-69 
≥70 

22
84

209
282
239

68.2
78.6
79.9
86.2
86.2

31.8
21.4
20.1
13.8
13.8

0.043

Education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4
218

170
279
125

86.4
88.1

85.3
82.1
74.4

13.6
11.9

14.7
17.9
25.6

0.019

Job Non-manual
Manual
Others

81
430
325

71.6
84.2
85.2

28.4
15.8
14.8

0.011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month)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310
185
142

70
129

85.2
84.3
83.8
81.4
78.3

14.8
15.7
16.2
18.6
21.7

0.486

1p-values by chi-square test. 

Table 2. Smoking cessation intention (%) according to health behavior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p-value1Never or 
someday
(row %)

Within 1 
month or 
6 months
(row %)

Frequency of 
   smoking

Everyday
Occasionally

769
67

85.8
55.2

14.2
44.8

<0.001

Amount of 
   smoking

<15 
   packs/1 mon
15-30 
   packs/1 mon
≥30 
   packs/1 mon

168

239

429

73.8

82.9

87.4

26.2

17.2

12.6

<0.001

Physical 
   activity2

Low
Moderate
High

378
268
190

87.0
79.9
81.1

13.0
20.1
18.9

0.033

Alcohol 
   drinking

None
≤1 time/1 mon
2-4 times/1 mon
>4 times/1 mon

276
136
140
284

85.9
80.9
85.7
81.0

14.1
19.1
14.3
19.0

0.312

Stress Low
High 

577
259

83.5
83.0

16.5
17.0

0.851

Depression No 
Yes 

761
75

83.8
78.7

16.2
21.3

0.251

Hypertension No 
Yes 

402
434

84.8
82.0

15.2
18.0

0.278

Diabetes 
   mellitus

No 
Yes 

615
221

83.3
83.7

16.8
16.3

0.875

Dyslipidemia No 
Yes 

567
269

84.5
81.0

15.5
19.0

0.212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3

0
1
2
3

266
286
214

70

85.3
82.9
82.7
80.0

14.7
17.1
17.3
20.0

0.697

1p-values by chi-square test.
2Classified by using the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scoring [23].
3Chronic disease included hypertension, diabetes, and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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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항상’ 금연을 권고할 경우 21.9%가 금연 의도가 있었고, 주위 사

람의 금연 권고 빈도가 낮을수록 금연 의도가 낮아졌다(p = 0.001). 최

근 1년간 공익광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의 18.0%가 금연 의도가 

있었고, 공익광고 노출 경험이 없는 경우는 7.3%였다(p= 0.005). 

금연의도를 결과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개월 내 또는 6개월 내 금연 의도가 있음을 결과 변수로 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현재 흡연 빈도, 주변인의 금연 권고, 최근 1

년간 공익광고 경험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Table 4). 

현재 흡연 빈도가 ‘가끔 피움’인 경우는 ‘매일 피움’에 비해 오즈비

Table 3. Smoking cessation intention (%) according to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mong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Classification 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p-value1Never or someday
(row %)

Within 1 month or 6 
months (row %)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recommendations from Never or rare 179 88.8 11.2 0.001
   acquaintances Generally 282 86.9 13.1

Always 375 78.1 21.9
Recent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public advertising No 110 92.7 7.3 0.005

Yes 726 82.0 18.0
Recent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education No 756 84.1 15.9 0.072

Yes 80 76.3 23.7

1p-values by chi-square test.

Table 4. Adjusted odds ratios for the presence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ccording to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Classification Odds ratio 95% CI p-value

Age (y) <40 1.77 0.57-5.54 0.433
40-49 1.28 0.61-2.70 0.957
50-59 1.45 0.82-2.56 0.478
60-69 0.97 0.57-1.65 0.203
≥70 (reference) 1.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reference) 1.00
Middle school 1.20 0.66-2.20 0.636
High school 1.34 0.79-2.26 0.924
College 1.88 0.97-3.65 0.095

Job Non-manual 1.25 0.63-2.50 0.433
Manual 0.94 0.59-1.50 0.458
Others (reference) 1.00

Frequency of smoking Everyday (reference) 1.00
Occasionally 4.53 2.23-9.23 <0.001

Amount of smoking <15 pack/1 mon 1.47 0.80-2.71 0.530
15-30 pack/1 mon 1.51 0.94-2.41 0.352
≥30 pack/1 mon (reference) 1.00

Physical activity Low (reference) 1.00
Moderate 1.56 0.99-2.45 0.243
High 1.49 0.89-2.50 0.461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Never or rare (reference) 1.00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Generally 1.64 0.87-3.09 0.784

Always 3.07 1.71-5.49 <0.001
Recent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No (reference) 1.00
   public advertising Yes 2.33 1.07-5.09 0.034
Recent exposure to smoking cessation No (reference) 1.00
   education Yes 1.33 0.73-2.43 0.360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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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s ratio)가 4.53 (95% confidence interval [CI], 2.23-9.23), 주변인의 금

연 권고가 ‘항상’ 있는 경우는 ‘없거나 드문’ 경우에 비해 오즈비가 

3.07 (95% CI, 1.71-5.49), 최근 1년간 공익광고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오즈비가 2.33 (95% CI, 1.07-5.09)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금연 의도가 높았다.

고  찰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 중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경

험이 있는 남자에서 비흡연자는 17.0%, 이전흡연자는 56.6%, 현재흡연

자는 26.4%로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남자의 1/4 이상이 흡연을 지

속하고 있었다(data not shown). 본 연구는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현재 흡연자에서 금연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흡연 빈도, 주변 사람의 

금연권고, 최근 1년간 공익광고 노출이 금연 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흡연 빈도와 관련하여 담배를 ‘매일’ 피우는 경우는 ‘가끔’ 피우는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낮았다. 비록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한 

달간 흡연량은 금연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지만 흡

연량이 많아질수록 금연 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금

연 의도는 니코틴 의존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도 관상동맥질환 시술을 받은 흡연자의 담배 소비량이 많을수록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았음이 보고된 바 있다[6]. 또

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관상동맥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

으로 퇴원 후 30주간 추적한 결과 Tobacco Dependence Screener  

(TDS)를 이용하여 조사한 니코틴 의존도가 높으면 금연을 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는데[7] 이러한 결과들은 니코틴 의존도와 금연 간 관련

성을 시사한다. 한편, Fagestrome Tolerance Questionnaire (FTG)을 이

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군과 금연군 간 차이가 없

었다거나[27], 국내에서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추적한 결과 계속 흡연

군과 1년 이상 금연군 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28]. 니코틴 의존도와 금연 의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설문 도구

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겠다.

주변 사람의 금연 권고(담배를 끊거나 줄이라는 말)가 ‘항상’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금연 의도가 높았다. 이는 흡연자들이 가까

운 지인이나 일상적인 환경으로부터 접할 수 있는 금연 중재가 금연 

의도를 유발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 생각된다. 다만, 주위 사람의 금연 권고가 ‘대체로’ 있는 경우는 ‘전

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와 통계적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에 있어서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도 가족으로부터의 격려, 금연 능력에 대한 믿음 등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금연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이 보

고된 바 있다[20]. 또한 의사의 단순한 금연 조언만으로는 금연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거나[28], 일회성으로 단시간 동안 행해진 단순 

중재는 금연에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며 강도를 

높인 금연 중재는 효과가 있었다는[29] 선행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 결

과와 일관된다.

최근 1년간 금연 공익광고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노출 경험이 없

는 경우에 비해 금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에 있어서도 공익광고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의미있

는 결과라 생각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익광고 노출 경험이 금연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결과[30]와 다변량 분석 시에는 차이가 없었

다는 결과[31]를 모두 찾을 수 있는데 대상자와 변수의 정의에 따라 공

익 광고의 유의성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흡연자에게 효과적

인 금연 방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금연의도를 유도하고 금연에 대한 의

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금연 홍보와 교육은 필수적이며, 향후 공익 광고

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공익 광고 방안을 찾는 연

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에서 금연 교육을 받은 경우는 받

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 의도를 가질 확률이 더 큰 경향을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면 금연 교육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는데, 흡

연자 중 80% 이상이 금연 공익 광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반면 금연 

교육을 받은 자는 불과 약 8-10% 정도였다[31,32]. 본 연구 대상자 중에

서도 금연 공익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환자는 전체의 약 87% (836명 중 

726명), 금연 교육을 받아 본 환자는 전체의 약 10% (836명 중 80명)로 

금연 교육에 대한 낮은 노출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

하지 못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금연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금연 의

도를 가지는 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통계학

적 결과만으로 금연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며, 

만성질환자 및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 금연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

령이 낮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사무직이나 기타 직업 군

보다는 사무직일 때, 신체활동이 없을 때보다는 중간 이상일 때 금연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은 60세 이상의 약 13%만이 금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40세 미만에서는 30% 이상이 금연 의도를 가지

고 있는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연 의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금연의 필요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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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며,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 중재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하지만, 고연령층에서 관상동맥 시술 후 금연율이 더 높았다

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32], 특정 연령층 목표로 하여 금연 중재

를 하기보다는 연령층에 가장 효율적인 중재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자의 금연과 관련이 있다고 보

고된 음주[28]는 본 연구에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다변량 분

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신체활동이 활발할수록 금

연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평소의 건강 행태와 금연 의도 

간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

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유무는 금연 의도와 통계학적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만성질환의 수가 증가할수록 금연 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은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

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들이 금연의 중요

성을 알고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료와 동시에 지속적이고 적

극적인 금연 중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면접에 의

한 설문조사이므로 관상동맥질환 진단 경험 등에 대한 응답은 대상자

의 자기보고에 의한 오분류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증에 관한 문항과 협심증에 관한 문항을 병합하였기 때문에 한가지 

질환으로 국한했을 때보다는 오분류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지역사회건강조사 문항에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의 진단 

시점에 대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단 이후의 경과 기간과 금연 의

도 간 관련성을 알아볼 수 없었다.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진

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향후 1개

월 또는 6개월 이내에 금연을 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중 85% 

[16]였는데, 진단과 치료 직후 시점에서 금연 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발병 후 경과 기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

다. 셋째, 연구의 결과 변수는 금연 의도가 있는지 여부였으나 금연 의

도가 실제 금연 실천으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 이

에 대해서는 관상동맥질환자의 금연 여부와 금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장기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

환 진단 경험이 있는 남자 현재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와 

여자 간 금연 의도와 관련 요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상동맥질

환 진단 경험이 있는 여자의 현재흡연자 수가 매우 작아서 성별을 제

한할 수 밖에 없었다. 추후 다년도의 자료를 병합하여 여성의 금연 의

도와 관련 요인에 대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금연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연

령,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흡연 빈도나 흡연량과 같

은 의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등을 고려하여 이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금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가급적이면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시작하

는 시점에서 환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때 일찍 대상자의 금

연 의도를 파악하고 금연 의도 여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연 의도가 전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상동맥질환 

재발 및 사망과 관련한 금연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금연에 대한 의지

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금연 의도가 높은 경우에는 금연 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심장 재활 프로그

램을 실시하거나 병원기반의 금연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금연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선행 연구결과[33]가 있으므로 병원 내 치료와 연

계한 금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금연 의도를 높임에 있어서 공익광고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

를 바탕으로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결  론

관상동맥질환의 일차 예방과 이차 예방에 있어서 금연은 매우 중요

하다. 관상동맥질환 발병 후 환자의 금연 의도를 파악하고, 금연 의도

에서 금연 시도, 금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가족,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는 금연 공익 

광고를 지속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연을 유도하기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학

적 특성과 건강 행태, 금연을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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