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담배에 관련된 질환은 장애인들에게 치명적이다. 흡연 

문제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장애인

들은 신체 기능 저하 가능성이 높아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표현함에 어려움이 있어 이차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Park, 2016), 정신장애인의 경

우 일반인보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Chung & Park, 2007). 하지만 흡연은 지적 장

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Duffy et al., 2012; Singh et al., 2011). 금연은 일반

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며 금연을 위한 

개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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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의 흡연율은 18.7%(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MOHW & KIHASA], 2017)로 우리나라 성인 흡연

율 22.3%(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MOHW & 

KCDC], 2018)에 비해 낮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장애인들의 최근 1년 동안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을 받

은 경험은 2.4%(MOHW & KIHASA, 2017)에 불과하다. 또

한, 금연 시도율도 22.8%(MOHW & KCDC, 2018)로 일반 

성인 남성 58%(MOHW & KCDC, 2018)보다 매우 낮게 나

타났다. 이처럼 낮은 수치는 흡연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의 금연에 관심을 가질 필요를 시사한

다. 국외의 경우 경증 지적 장애인 대상으로 마음 챙김 기

반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금연성공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는데(Singh et al., 2011), 국내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

로 특화된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흡연율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국내에서 금연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학생 또는 일

반 성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인 금연과 관

련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장애인 대상으로 연구

된 금연 관련 선행연구는 프로그램 효과성(Chung & Park, 

2007; Kim, 2006)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흡연 행동, 흡

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 유무에 따른 흡연 현황(Lee 

& Kim, 2019; Lee, 2019; Choi & Choi, 2019; Kim, 

2018; Yeob, Kim, Park, Lee, & Park, 2018)등 흡연에 초

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일반인 대상으로 한 

금연에 관련된 연구로는, 사업장 근로자, 일개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Hwang, 2019; Kim, Kang, Kim, Choi, & Choi, 

2018; Koo & Kang, 2017; Lee, Chung, & Kim, 2014; 등)

가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종교, 성별, 

연령, 교육수준, 금연의지, 하루 흡연량, 금연자신감, 금연 

중요성,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보조제 사용 유무, 사회보

장 형태 등 금연 성공에 관련된 요인들이 밝혀졌지만,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에 장애인들에게 직접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국 18개 시도별 지역금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존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접근

이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8년도부터는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하

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 장애인들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복지관 등 

다양한 장애인 유관기관을 중점적으로 연계 및 대상자를 

발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등록 후 4주가 경과된 장애인들을 대상

으로 4주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관련 

특성, 금연정보, 금연 중재 방법 등을 비교분석하고, 금연

성공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활

용하여 현재 전국의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대전ㆍ세종금연지원센터의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금연

지원서비스 등록 후 4주 이상 경과한 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

영ㆍ관리하는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용

자 정보를 사용하였다. 이용자 정보는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장애인 프로그램 등록 시 작성한 등록카드의 정

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 작성된 등록카드 항목을 주

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등록카드 작성은 대면 면접을 통

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내용은 현재 

시점에서의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다

[201907-SB-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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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및 변수

본 연구는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

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4주 금

연성공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변수 선정을 위한 문헌검토 결과, Kim 등 (2018)의 연구

에서는 연령, 직업, 지역, 과거 금연시도 여부, 니코틴 의존

도, 음주 횟수, 일일 흡연량, 금연자신감, 금연중요성, 금연

준비, 총 상담횟수 등이, Koo와 Kang (2017)의 연구에서

는 니코틴 의존도 점수와 금연 보조제 사용개수, 대면상담

횟수가 금연성공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고 Lee 등 (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사회보장, 직업, 거주 지역, 하루평

균 흡연량, 처음흡연연령,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서비

스 내용이 금연성공관련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성공과 관련 있는 변수 중 

본 연구의 자료원인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

이 가능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연구 모형에 포함시켰다. 종

속변수는 4주 금연 성공 여부(실패:0, 성공:1)이며, 4주까지 

단 한 모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우를 금연 실패, 피우지 

않은 경우를 금연 성공으로 정의하였다. 흡연 유무는 자가

보고 및 CO측정을 병행하여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수준 특성, 흡연형태 

특성, 금연정보 특성, 금연중재 특성으로 구분하였다(Kim 

et al., 2018; Koo & Kang, 2017; Lee et al., 2014). 인구

사회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유무를 사용하

였으며, 건강수준으로는 최근 1년간 음주여부, 운동여부로 

하였다. 흡연형태 특성으로는 처음흡연연령, 총 흡연기간, 

하루평균 흡연량, 호기일산화탄소 농도, 니코틴 의존도로 

하였다. 처음흡연연령, 총 흡연기간, 하루 흡연량은 연속 

범주로 설정하였으며, 호기일산화탄소 농도는 성인흡연기

준에 따라 10ppm을 기준으로 범주화(Lee, Hong, Hwang, 

& Bae, 2010) 하였고, 니코틴 의존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

된 FTND(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로 

측정하여 낮음(0-3), 중간(4-6), 높음(7-10)으로 구분하였다.

금연정보 특성으로는 금연지지자 유무, 금연 중요성, 자

신감, 준비도를 활용하였으며, 금연 중요성(금연은 당신에

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금연 자신감(당신은 금연에 성

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연 준비(당신은 금연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는 1점(매우낮음)부터 

10점(매우 높음)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점

수를 자가 측정하였다(Lee, Kim, Im, Park, Lee, Bae, & 

Lee, 2019). 금연중재 특성으로는 니코틴패치 사용 여부, 

니코틴 사탕 사용 여부, 상담횟수로 설정하였으며 상담횟

수의 경우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3. 분석방법

4주 금연성공자와 실패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수준, 흡

연상태, 금연정보, 금연중재에 따른 차이 여부를 SPSS 

version 24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χ2-test, t-test), 유

의한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여 금연성공 요인과 그 효과 등을 분

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60세 미만이 93명(53.4%), 60

세 이상은 81명(46.6%), 성별 분포는 남자가 149명(85.6%), 

여성은 25명(14.4%)으로 대부분 남자였다. 학력은 고졸 미

만이 83명(47.7%), 고졸 이상이 77명(44.3%), 모름 및 무응

답이 14명(8.0%)이었으며,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사람

이 58명(33.3%), 직업이 없는 사람이 109명(62.6%), 모름 

및 무응답 7명(4.0%)으로 대부분 직업이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4주 금연성공률

전체 대상자 174명 중 4주 금연성공자는 52명으로 금

연성공률은 29.9%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금연성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먼저,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4주 금연성공률과 유의한 차

이를 보여주는 것은 성별이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

성이 금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35). 건강수준특성에서는 4주 금연성공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흡연형태특성에서는 호기 일

산화탄소 농도가 금연성공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호

기 일산화탄소 농도가 10ppm미만인 경우가 10pp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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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보다 금연성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금연정보 특성에서는 금연 자신감과 금연 준비에서 금

연성공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금연자신감, 금연준

비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성공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금연중재 관련해서는 니코틴 패치 사용여부

(p=.033)와, 상담횟수(p<.001)에서 금연성공률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니코틴 패치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사용한 경우보다 성공률이 높았으며, 상담횟수는 횟수가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았다.

<Table 1> Abstinence at 4 week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n(%) or M±SD

Variables
Total

(N=174)
Smoking cessation

(N=52)
Smoking relapse

(N=122)
p-value

Age
<60 93 (53.4) 27 (29.0) 66 (71.0) .792

≧60 81 (46.6) 25 (30.9) 56 (69.1)

Gender
Male 149 (85.6) 49 (32.9) 100 (67.1) .035

Female 25 (14.4) 3 (12.0) 22 (88.0)

Education
<High School 83 (47.7) 28 (33.7) 55 (66.3) .209

≧High School 77 (44.3) 19 (24.7) 58 (75.3)

Job
Yes 58 (33.3) 16 (27.6) 42 (72.4) .546

No 109 (62.6) 35 (32.1) 74 (67.9)

Alcohol intake within 1 year
Yes 67 (38.5) 16 (23.9) 51 (76.1) .171

No 107 (61.5) 36 (33.6) 71 (66.4)

Regular exercise
Yes 93 (53.4) 28 (30.1) 65 (69.9) .945

No 81 (46.6) 24 (29.6) 56 (70.4)

Starting smoking age 20.96±8.15 20.35±7.58 21.22±8.40 .519

Total Smoking duration(y) 39.68±14.43 40.13±15.56 39.48±13.98 .786

Amount of daily smoking(number) 14.31±10.78 13.75±12.94 14.55±9.76 .691

Expiration CO level(ppm)
<10 99 (56.9) 41 (41.4) 58 (58.6) .000

≧10 72 (41.4) 10 (13.9) 62 (86.1)

Depedence of nicotine(FTND)

Low 97 (55.7) 34 (35.1) 63 (64.9) .201

Moderate 44 (25.3) 9 (20.5) 35 (79.5)

High 33 (19.0) 9 (27.3) 24 (72.7)

Supporter for quitting smoking
Yes 116 (66.7) 38 (32.8) 78 (67.2) .242

No 58 (33.3) 14 (24.1) 44 (75.9)

Importance of smoking cessation 7.82±2.54 8.06±2.56 7.71±2.54 .414

Confidence of smoking cessation 6.07±2.78 7.38±2.47 5.52±2.73 .000

Readiness of smoking cessation 6.57±2.73 7.85±2.39 6.03±2.70 .000

Use of nicotine patch 
Yes 57 (32.8) 11 (19.3) 46 (80.7) .033

No 117 (67.2) 41 (35.0) 76 (65.0)

Use of nicotine candy
Yes 38 (21.8) 9 (23.7) 29 (76.3) .345

No 136 (78.2) 43 (31.6) 93 (68.4)

Frequency of counseling 6.36±2.46 8.29±2.23 5.53±2.0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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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주 금연성공 관련 요인

4주 금연성공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는 

188.513, df=11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

도를 보였다.

분석 결과, 4주 금연성공에 관련된 요인은 인구사회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력, 금연정보에서는 금연자신감 정도, 

금연 중재에서는 상담횟수, 니코틴패치 사용여부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

성이 남성보다 금연성공에 대한 Odds는 0.12배(OR=0.12, 

CI=0.02-0.95) 감소하였고, 학력의 경우 고졸미만보다 고

졸이상의 경우 금연성공에 대한 Odds는 0.21배 감소

(OR=0.22, CI=0.06-0.80)하였다. 

금연정보관련 특성에서 금연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연자신감이었으며, 금연자신감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성

공에 대한 Odds는 1.37배 증가(OR=1.37, CI=1.02-1.85)하

였다. 금연 중재 특성에서는 상담횟수, 니코틴패치 사용여

부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담횟수의 경우 상담횟수

가 증가할수록 금연성공에 대한 Odds는 1.93배 증가

(OR=1.92, CI=1.43-2.59)하였다. 반면, 니코틴 패치는 패

치를 사용한 경우 금연성공에 대한 Odds는 0.19배 감소

(OR=0.19, CI=0.05-0.74)하였다.

<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abstinence at 4 weeks

Variables OR 95% CI

Age 0.84 0.47-1.49

Gender (ref. male) Female 0.12* 0.02-0.91

Education (ref. <high school) ≧High school 0.21* 0.06-0.73

Job (ref. yes) No 0.93 0.29-2.96

Alcohol intake within 1 year (ref. no) Yes 1.93 0.60-6.23

Regular exercise (ref. no) Yes 0.72 0.23-2.29

Starting smoking age 1.08 0.61-1.93

Total Smoking duration(y) 1.16 0.65-2.06

Amount of daily smoking(number) 1.00 0.94-1.07

Expiration CO level (ref. <10) ≧10 0.75 0.23-2.47

Depedence of nicotine(FTND) (ref. Low(0-3))
Moderate(4-6) 0.30 0.07-1.28

High(7-10) 0.88 0.16-4.91

Supporter for quitting smoking (ref. no) Yes 1.21 0.38-3.84

Past quit-smoking trials within 1 year (ref. no) Yes 0.93 0.31-2.77

Importance of smoking cessation 0.97 0.77-1.21

Confidence of smoking cessation 1.38* 1.02-1.85

Readiness of smoking cessation 1.10 0.84-1.43

Use of nicotine patch (ref. no) Yes 0.19* 0.05-0.74

Use of nicotine candy (ref. no) Yes 0.59 0.17-2.12

Frequency of counseling 1.93** 1.44-2.60

Notes.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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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의 

금연성공요인들을 분석하여, 장애인들의 금연성공률을 높

일 수 있는 장애인 맞춤 금연상담의 서비스 개선방향을 제

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들의 4주 금연성공률은 29.9%로 나

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군으로 한 연구가 존재 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낮은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대학

생의 4주 금연성공률 41.6%(Koo et al., 2017), 입원 환자

의 4주 금연성공률 52.8%(Shin, Lee, Kim, & Cho, 2016)

보다 낮았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또한 2018년도 4주 금연

성공률은 69.2%(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9)로 장애인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의 4주 금연성공률보다는 매우 높았다. 본 연

구에서의 4주 금연성공률이 다른 선행연구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특성 차이라고 

사료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금

연 시도율은 22.8%로 일반 성인 남성 58%(MOHW & 

KCDC, 2018)보다 매우 낮으며, 장애인들이 최근 1년 동안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을 받은 경험이 2.4%(MOHW & 

KIHASA, 2017)로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

았을 때 장애인들은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금연 

장애물이 일반인들보다 많아 금연 시도조차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금연시도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있는 흡연 장애인을 발굴하고, 

금연 교육 및 상담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 이용자들의 4주 금연성공 관련 요인으로는 상담

횟수, 금연자신감 정도, 니코틴패치 사용여부, 성별, 학력

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담횟수의 경우 상담횟수가 증가할

수록 금연 성공에 대한 Odds가 1.9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금연성공률이 높다고 보고한 Kim 등 

(2018), Koo와 Kang (2017), Shin 등 (2016), Song과 Lee 

(2013), Lee 등 (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재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Kim (2012), 

Kim과 Kim (2011)의 연구결과와 부합하였다. 또한 Kim 

등 (2018), Koo와 Kang (2017) 등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상

담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거나 금연상담이 보완

되어야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일반인과 장애인들에게 상

담이 금연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연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상담횟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Suh, Kim과 Jun (2008)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니코틴 대체요법 중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보

다 상담기법 중 하나인 인지행동치료 중심을 받은 참여자

들이 금연 성공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경증 지적 장

애 대상으로 마음 챙김 기반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

(Singh et al., 2011)에서 흡연량이 12개비에서 금연을 성

공하였다고 보고된 것처럼, 상담횟수를 증가시키는 전략 

외에도 대상자 특성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수

행된다면 장애인들의 금연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금연자신감의 경우 자신감이 증가할수록 금연성공에 대

한 Odds가 1.38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연자신감이 높을

수록 금연성공률이 높았다고 보고한 Kim 등 (2018)의 연

구와 일치하였으며, 금연자신감이 금연유지그룹에서 재흡

연 그룹보다 높았다고 보고한 Jung과 Nam (2019)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금연자신감이 있다면 금연 성공

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연자신감이 금연의지

를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상자들

이 금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제거시키고, 비교적 안전

한 상담 장면에서 단서노출치료 등을 통해 흡연 갈망을 이

겨내는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되어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성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금연성공에 대한 Odds가 

0.91배 낮았는데, 이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신규등록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금연성공률이 1.414배 높으며, 재등록자

는 남자가 여자보다 금연성공률이 1.390배 높다고 보고한 

Lee 등 (2014)의 선행 연구와, 6개월 금연성공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고 보고한 Kim 등 (2018)의 연구결과와 

부합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서 금연 성공률이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보아, 금연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개발하여 개입을 하게 된다면 금연성공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니코틴 패치의 경우, 패치를 사용한 경우가 금연성공에 

대한 Odds가 0.19배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제를 사용하

였을 때 성공률이 더 높다고 보고한 Kim 등 (2018)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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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금연보조제 사용개수가 많을수록 금연성공률이 높다고 

보고된 Koo와 Kang (201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반

면 고강도 니코틴 대체요법군이 비약물요법군에 비하여 재

흡연율이 2.103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Kim (2012)연

구와 니코틴 패치를 사용한 경우 재흡연율이 증가하였다는 

선행 연구(Kim & Jeong, 2011; Kim & Kim, 2011; Lee 

et al., 2009)들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처럼 금

연 보조제 사용 유무에 따른 금연 성공은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니코틴 보조

제의 효과 유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자의 특

성을 파악하여 니코틴 보조제 사용이 필요한 대상자를 구

분하여 올바른 보조제 사용방법 및 금연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니코틴 패치를 받고나서 

실질적으로 금연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안하였는지를 현

제 데이터로 확인 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패치가 금연에 

관련하여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향후에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패치 

지급란 이외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용기

간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연구 자료로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패치가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

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고졸미만보다 고졸이상의 경우 

금연성공에 대한 Odds는 0.21배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성

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그 이하 학력에 비해 금연성

공률이 1.04배 높다고 보고한 Kim 등 (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선

행연구에서의 학력수준 구분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

하였으며, 본 연구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미만, 이상이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력 수준이 고졸 이상자들의 분포

를 다시 세분화하면 대졸 이상의 대상자는 22명뿐이었으

며, 전체 대상자 중 고졸이하는 79.3%를 차지하고 있어 선

행연구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금연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

에, 금연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변수

들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추후 장애 유형, 장애 기간,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등의 자료가 추가된다면 좀 더 세밀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니코틴 보조제의 

실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금연서비

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제 실사용 여부와 사용기간을 체

크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연구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연상담횟수가 금연성공 관련요인으로 도출이 되었

지만, 금연상담 내용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금연상담의 회기 내용, 개입방법 등 상담내용을 분석

하여 관련 요인을 찾아내면 장애인 맞춤 금연상담 프로그

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 내용을 분

석할 수 있는 모듈개발 또는 상담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DB구축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찾

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등록한 대

상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흡연 장애인들과 

금연 동기나 준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흡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인들 대상

으로 금연성공 요인을 연구한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장애

인들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질 향상

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Ⅴ. 결론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4주 

금연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담횟수, 금연자신감이 증

가할수록 금연성공률은 높았으며, 니코틴 패치를 사용 할

수록, 남성보단 여성에서, 학력이 고졸이상일수록 금연성

공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

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향후 장애인 금연관련 

연구들에 비교분석 및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에서도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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