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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연이 여러 질병의 발생과 사망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 사망의 16%, 여성 사망

의 7%는 담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6백만 명의 사망원인이 되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2]. 

흡연과 관련된 높은 질병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흡연은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14조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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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감소 조치’에는 당사국이 금연 및 담배중독의 적절한 치료를 촉

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연 촉진을 위

한 프로그램, 담배중독에 대한 진단 치료와 금연상담을 국가적 보건

교육 프로그램이나 계획 및 전략에 포함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금연지

원, 군의경 금연지원 등의 국가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지역 금연지원서비스를 추가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및 대상자 맞춤형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금연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4]. 

흡연자에게 적절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금연 성공의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금연에 대한 의료진의 조언이 금연 성공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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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 결과 의료

진의 조언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이 66% 증가하였고, 조금 더 집중

적인 중재를 통해 금연 성공이 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미국

의 초기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금연 중재 효과와 금연 

습관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금연 중재 도구를 통한 치료가 만족

도와 금연성공률을 높였고, 금연치료에 만족한 참여자의 55%에서 금

연을 지속하는 결과를 보였다[6,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금연치

료지원사업을 받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금연지원서비스

에 만족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1%, 의사의 금연치료에 만족했다는 응

답자가 85.1%로 나타나[7] 금연지원서비스가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동

기를 강화하고 금연을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을 위해 특별한 방법 없이 자신의 의지로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를 통해서 많은 흡연자들이 효과적인 금연을 시

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금연지원서비스에 참여한 흡연자의 금연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이나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4,7,8-11]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연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금연 시도자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이며, 이들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흡연자 중 금연 시도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

스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 금연 시도자들에 대한 효과

적인 중재 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

7기 1, 2차년도(2016-2017년) 원시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수는 2016년 8,150명, 2017년 8,127명으로 전체 16,277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목적상 금연 시도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

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

에 ‘아니오’, ‘모름’이라고 응답한 자와 결측값 15,137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1,140명이었다.

연구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소득수

준을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에 따라 성·연령별 4개 군으로 등분하기 

위해 4분위수 일부 조정한 값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상’, ‘중상’, 

‘중하’, ‘하’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 졸업 학력을 기준으로 ‘초

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결혼여부는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결혼

을 하였으면‘기혼’,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미혼’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관련 특성

흡연 시작연령은 ‘처음으로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

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로 ‘18세 미만’, ‘18-24세’, ‘25세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반갑 미만’, ‘10-19개피’, ‘20개피 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금연캠페인 경험여부는 ‘최근 1년 동안, TV, 라디

오 및 인터넷 등의 공익광고,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해 금연캠페인을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결과에 따라 ‘경험’, 

‘미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여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결과에 따라 ‘사

용’, ‘미사용’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관련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에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함’,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 개수는 고혈

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절염, 골관절염, 골다

공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폐결핵,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중

이염, 아토피 피부염,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부전, 백내장, 녹내장, B형

간염, C형간염, 간경병증의 만성질환 중에서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

의 개수를 기준으로 ‘3개 이상’, ‘2개’, ‘1개’,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끼는 경우와 많이 느끼는 경우를 

‘높음’, 조금 느끼는 경우와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를 ‘낮

음’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은 최근 1넌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

를 ‘우울’, 그렇지 않았을 경우 ‘비우울’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 음주를 했을 경우 ‘음주’, 최근 1년간 

월 1잔 미만 또는 평생 비음주를 했을 경우 ‘비음주’로 구분하였다. 걷

기 실천은 걷기를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실천’, 그렇

지 않을 경우 ‘미실천’으로 구분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은 일주일에 중

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시행할 경우 ‘실천’, 그렇지 않을 경우 

‘미실천’으로 구분하였다. 식이요법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식사 조절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결과로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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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서비스 정의 및 이용구분 

정의

금연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상담, 니코틴 대체용품, 의사처방 

약물 등 다른 금연 방법을 사용하는 금연시도자들의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약국이나 병의원에서의 니코틴 대체용품

이나 처방 약물을 사용하는 것 역시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국

가 정책의 수단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의지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

용한 경우 모두를 포괄적으로 금연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분

최근에 담배를 끊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

는 사람을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용으

로 구분하였다. 

• 금연상담전화

• 보건소 금연클리닉(상담, 니코틴 대체용품 등 금연지원서비스)

•  약국에서 본인 스스로 니코틴 대체용품(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등)을 구입하여 사용

•  병의원을 통해 니코틴 대체용품(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

탕 등) 사용 또는 의사 처방 약물치료

• 인터넷, 정보포탈사이트(금연길라잡이)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

수 중 연속형 자료는 적절히 범주화하여 범주형 변수로 전환하여 사

용하였다. 금연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알아보기 위한 

단순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고 카이제곱검정으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금연서비스 이용 여부를 설명하기 위

해 유효한 독립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단계적 변수선택법을 이용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여성 흡연자는 극소수 임을 감

안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시 성별로 구분한 부 집단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26.5%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7.5%, 여자가 20.9%이었고, 연령별로 40-49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

다.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 ‘교육정도’, ‘결혼상태’에 따라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률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하루 평균 흡연량은 이용군에서는 ‘20개피 이상’이 가장 높았던 반

면 불이용군에서는 ‘반갑 미만’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0.01), 전자담배의 사용은 금연서비스 이용군에서 ‘사용한다’고 응

답한 비율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았고, 불이

용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용한다’라고 응

답한 비율이 높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Table 2). 

건강상태는 금연서비스 이용군에서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

고 불이용군에서는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p< 0.05), 금연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만성질환 개수, 스트레스, 우울의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행태 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금연서비스 이

용군과 불이용군별 음주, 걷기실천, 유산소 신체활동, 식이요법여부에 

따른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단계적 변수선택법을 이용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흡

연량, 전자담배 사용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요인으로 선택

되었다. 흡연량은 반갑 미만 흡연자에 비하여 10-19개피 흡연자는 서비

스 이용의 교차비가 1.77배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1), 20개피 이상 

Table 1.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according to gen-
eral characteristics (n=1,140)

Variables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χ2 pUtilization 
(n=302)

Non-utilization 
(n=838)

n % n %

Sex
   Male 265 27.5 698 72.5 3.36 0.067
   Female 37 20.9 140 79.1
Age (y)
   <30 40 24.1 126 75.9 3.95 0.413
   30-39 69 26.4 192 73.6
   40-49 81 31.0 180 69.0
   50-59 54 24.5 166 75.5
   ≥60 58 25.0 174 75.0
Income
   High 91 27.8 236 72.2 0.57 0.903
   High-intermediate 85 25.7 246 74.3
   Low-intermediate 77 27.5 203 72.5
   Low 49 24.3 153 75.7
Level of education
   ≤University 105 25.4 308 74.6 0.09 0.768
   High school 126 26.6 348 73.4
   Middle school 32 27.8   83 72.2
   ≥Elementary school 39 25.7   99 71.7
Marital status
   Married 227 26.3 637 73.7 0.09 0.768
   Nonmarried 75 27.2 201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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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흡연량, 현재 전자담배 사용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이었으며 하

루 평균 흡연량이 많을수록,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금연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

서 담배가격 인상(2004년 ·2015년),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 캠페

인 ·홍보 등 강화된 금연 정책 시행에 따른 금연 규범의 확산으로 2018

년 조사 결과 36.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 국가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성인남성흡

연율을 29.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흡연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13], 보건소 

흡연자는 2.13배 유의하게 높았다(p< 0.01). 전자담배는 사용하지 않은 

흡연자에 비하여 사용한다는 흡연가가 1.63배 유의하게(p = 0.030) 서

비스를 이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32배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

고,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73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9). 성별에 따른 부 집단 분석에서 남성의 경우 흡연량은 반갑 

미만 흡연자에 비교하여 10-19개피 흡연자는 서비스 이용의 교차비가 

1.59배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15), 1갑 이상 흡연자는 1.78배 유의하

게 높았다(p = 0.005). 전자담배는 사용하지 않은 흡연자에 비교하여 

사용한다는 흡연가가 1.69배 유의하게(p= 0.031)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교하여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7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6). 여성의 

경우 흡연량은 반갑 미만 흡연자에 비교하여 10-19개피 흡연자는 2.08

배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20개피 이상 흡연자는 6.38배 유의하

게 높았다(p= 0.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교하여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9.20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p= 0.039) (Table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금연 시도자

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 시도자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은 하루 

Table 2.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according to 
smoking related factors

Variables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χ2 p
Utilization Non-utilization

n % n %

Starting smoking age
   <18 88 28.3 223 71.7 1.48 0.478
   18-24 183 26.4 510 73.6
   ≥25 31 22.8 105 77.2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0 66 18.4 292 81.6 19.10 <0.001
   10-19 141 28.6 352 71.4
   ≥20 95 32.9 194 67.1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campaign
   Experienced 141 27.1 379 72.9 0.19 0.662
   Inexperienced 161 26.0 459 74.0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Yes 34 37.0   58 63.0 5.63 0.018
   No 268 25.6 780 74.4

Table 3.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according to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Variables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χ2 p
Utilization Non-utilization

n % n %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58 21.5 212 78.5 7.09 0.029
   Moderate 173 26.8 476 73.7
   Poor 71 32.1 150 67.9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27 24.7 387 75.3 1.71 0.635
   1 82 28.8 203 71.2
   2 51 27.3 136 72.7
   ≥3 42 27.3 112 72.7
Stress
   Yes 118 29.1 287 70.9 2.26 0.133
   No 184 25.0 551 75.0
Depression
   Yes 50 32.9 102 67.1 3.69 0.055
   No 252 25.5 736 74.5
Alcohol drinking
   Yes 671 74.4 231 25.6 1.72 0.189
   No 167 70.2   71 29.8
Walking
   Yes 105 25.7 303 74.3 0.19 0.666
   No 197 26.9 535 73.1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 144 26.4 401 73.6 0.00 0.960
   No 158 26.6 437 73.4
Nutrition therapy
   Yes 49 26.2 138 73.8 0.01 0.922
   No 253 26.5 700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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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단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군의경 금연서비스,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14].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금연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도 흡연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계층이나 일부의 국민만이 이용한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결과 금연 시도자들의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율은 26.5%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많은 금연 시도

자들이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번 연구에서 금연 시도자들은 금연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

고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하였으나 금연에 실패하고 계속 흡연을 하

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개인의 금연 의도와 금연 실천 정도에 따

라서 고려 전, 고려, 준비, 행동, 실천, 유지단계 변화 단계로 구분하는 

범이론적모형의 변화과정에서 본다면 이미 준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금연을 위한 의지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연지

원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흡연자들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연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금연 시도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

이기 위해서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이용률이 낮은 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금연 시도자들이 금연지원서비

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경

우가 많고, 흡연자들도 전자담배를 금연을 도와주는 도구나 금연을 

위한 일반담배의 대체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15,16]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연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

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니코틴 금단 증상 등으로 금연의 실천과 유지가 어렵

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몸에 해롭지 않다는 

인식[16]을 바탕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금연을 실천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는 상호 간의 사용을 증가시키고[17],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를 흡연하는 것보다 건강상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18]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연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

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흡연자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하루 반갑 미만을 흡연하는 사람에 비해서 반갑 이상을 흡연하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일일 평균 흡연량이 적을

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19-21]를 고려하면 흡연량이 많은 금연 시도자들이 금연 실천에 

실패한 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금연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

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

은 금연 시도자를 위해서 금연 캠프와 같은 집중적인 금연지원서비스

가 이루어져야 하고, 흡연량이 적고 니코틴 의존도가 낮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연지

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

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금연지원서비스

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흡연자들이 금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만큼 

금연지원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이 좋지 않음을 느끼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금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금연 시도자들도 금연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

한 연구로서 금연 시도자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관련 요인 중 국민건

Table 4. Factors related to utilization of smoking cessation support service

Variables
Total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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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10 1.00 1.00 1.00
   10-19 1.77 (1.27-2.47) 0.001 1.59 (1.09-2.31) 0.015 2.08 (0.87-4.95) 0.098
   ≥20 2.13 (1.48-3.06) <0.001 1.78 (1.19-2.67) 0.005 6.38 (2.08-19.52) 0.001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No 1.00 1.00 1.00
   Yes 1.63 (1.04-2.56) 0.030 1.69 (1.05-2.73) 0.031 0.89 (0.21-3.78) 0.87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00 1.00 1.00
   Moderate 1.32 (0.94-1.86) 0.111 1.21 (0.85-1.73) 0.099 9.20 (1.12-75.87) 0.039
   Poor 1.73 (1.15-2.61) 0.009 1.71 (1.10-2.65) 0.016 7.11 (0.83-60.68) 0.07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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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양조사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며, 니코틴 의존도

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

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여러 변수

들의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자가 아니

라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흡연자 집단 전체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

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참여 관련요인

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연지

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금연시도자들이 더 많이 금연지원서비

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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