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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치과의료인의 권고를 통한 금연캠페인의 진행과정과 효과에 대한 치과의료인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했다. 흡연은 치아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치과 의료인들은 치료 목
적 이외에 금연메시지 전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
인이 금연 등 건강메시지를 치료의 맥락에서 전파할 때 더 효과적임에도 그러한 노력은 많
지 않았다. 이 연구는 2007년 실시된 치과의료인을 활용한 금연권고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
서초구 치과병의원 일 곱 군데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문화 간 접근 모델(Intercultural campaign approach)을 바탕으로 금연권고 캠페
인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 의
사 등 치과 의료인들은 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금
연권고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연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사용과 연령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금연 메시지 개발과 전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치과의료인들의 캠페인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의료인을 활용한 금연권고 캠페인 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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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초구 보건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한 “서초구 치과의료인 금연
권고 프로젝트”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clerk88@hotmail.com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권 1호 (2010년 6월) 10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성의 2007년 기준 흡연율은 전년에 비해
2.2% 감소했고, 여성은 0.9% 증가했다(연세대보건대학원국민건강증진연
구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7). 2006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3억 흡연인구 중 1,3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고(박재갑, 2007, 11, 10-11)
성인남성의 흡연율(52.3%)이 상대적으로 높으며(미국:19%, 캐나다:17%, 일
본:46.9%) 청소년의 흡연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흡연은 건강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절반(약 6억5천만 명)이 결국 담배로 인해 사망하며 담배를 피우
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1)
특히,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수행된 역학조사에 의하면 심한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 비해 5-7배 정도로 치주염에 잘 걸리거나 악화되는 경향이 있
다(Page & Back, 1997). 흡연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건강위험요인인
동시에 금연이라는 행동변화를 통해 암, 호흡기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예
방할 수도 있다. 치아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흡연이 치주질환이나 구강암
의 중요 위험요인이기도 하지만 금연이라는 행동변화를 통해 질환을 예
방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영국의 “좀 더 나은 구강
건강 선택하기(Choosing Better Oral Health: CBOH)”를 위한 자료에서는 흡
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치과 의료인의 노력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연을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변화의 영역으로 공표하였다.
이 연구는 2007년 처음 실시된 치과 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 캠페인을
분석했다. 금연이라는 행동변화의 유도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
료인의 역할이 크다. 의료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흡연의 중단, 운동의 증
1) 흡연으로 인해 매년 5백 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3~4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며, 2020년에는 5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창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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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시작, 유지 및
변화에 영향을 준다(Finney Rutten, Augustson, & Wanke, 2006). 또한, 캠페
인을 통한 흡연 관련 정보와 지식의 증가가 금연이라는 태도와 행동변화
를 이끄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Brinol & Petty, 2006)2) 의료인의 개입
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치과 치료효과 및 증상완
화 등 치과의사와 내원(환)자의 요구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금
연(권고) 역할이 중요한데 “치과의 보건교육서”(Dental Health Education 4th
Edition)에서도 금연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담배의 니
코틴은 대마초 보다 중독성이 강하며 아편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서(박재완, 2007, 11, 10-11) 의학적 권위가 있는 의료인의 꾸준한 금연메
시지 전파가 필요하다. 또 보건교육서에서는 금연을 묻고(Ask), 권고
(advise)하고, 치료 또는 연계(Assist) 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중 금
연을 권고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치과의사는 구강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더 전문적이지만 금연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즉, 의료인과 환자와의 파트너쉽에 기반한 의료 현장에서의 커뮤니
케이션은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Krishnatray & Melkote, 1998).
즉, 전문지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료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금
연과 같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의료전문가를 통한 금연 캠페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금연권고 캠페인에 참여한 서
초구내 일곱 개 치과병의원에 대한 방문 인터뷰를 통해 의료인이 어떤
방식으로 금연권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인
식하는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 향후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한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은 늘
어났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미성년자들이 계속 담배를 핀다고 한다(Brinol
& Pett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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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금연권고 캠페인의 배경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는 인구 당 치과병의
원 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많고 의사 1인당 대상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적
어 치과 의료인의 자원이 풍부한 환경으로 평가되었고 주민의 치과 병의
원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 의료인의 인적, 물적
지역자원을 잘 연계하고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지역사회 금연캠페인을 실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초구는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37.6%,
여성이 4.3%로 서울시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년간 금연시도율
도 남성 49.5%, 여성 29.5%(전국 남61%, 여59.55%)으로 낮아서 금연 시도
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 성공
률이 4주 성공률 47.2%, 6개월 성공률 31.4%로 전국(65.5%, 32.6%)과 서
울시(64.4%, 35.9%)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의료
인의 개입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금연 캠페인은 공
동체의 건강권위자인 치과 의료인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계를 바탕으로 이 캠페인은 금연 결심자의 확대와 지역 내 유관기관과
의 상호 협력 추진으로 지역 금연분위기 확산 유도를 장기 목표로, 금연
권고를 받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것을 단기목표
로 설정했다.
비흡연자들은 동료나 주위 흡연자, 또는 미디어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
도록 압력을 받는데 학교 교육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캠페인이 흡연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Wakefield, Flay, Nichter, &
Giovino, 2003). 구체적으로 의료인을 통한 금연캠페인은 흡연자의 금연이
라는 변화 뿐 아니라 비흡연자가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경고메시지를
치과치료라는 맥락을 활용해 전파하고 의료전문가의 건강위험행동에 대
한 개입을 동기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 치
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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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스코틀랜드 의사의 54.7%가 금연권고는 치과의사의 직업 역할의 일
부라고 생각하며 의사가 금연권고의 일차적 적임자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일반의사보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흡연유무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금연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많고 환자에게 설득력 있는 금연커뮤
니케이션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한다(Chestnutt & Binnie, 1995; Glenys &
Jeanette,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의 65.3%가 “건강이 나빠져서”
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7, 10). 또한, 의
사의 건강관련 행동에 관한 충고가 의사-환자사이의 건강정보 교환에 유
용하고, 신뢰를 주며, 더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Yanovitzky & Blitz, 2000).
이런 맥락에서 건강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고 흡연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치과 의사와 스텝을 통한 금연캠페인의 효과가 기대된
다. 미국에서는 담배회사의 공격적인 흡연촉진 광고와(Wakefield, et al.,
2003) 함께 미디어가 금연캠페인 메시지를 잘 내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
다(Basil, 1996). 미국 보건성과 암 퇴치협회가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20여
년 동안 미디어를 통해 알렸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나타나(최윤희, 2003) 미디어 캠페인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금
연캠페인 효과에는 교육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
라 대졸자의 흡연율은 1989년에서 2003년 사이에 23.2% 감소했지만 중졸
이하 흡연율은 2.2%감소에 그쳤다(이창곤, 2007). 성인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담뱃갑에 발암물질을 표기하는 것이 금연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응답이 57.7%나 되었고, 금연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도 12.6%,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11.3%만이 동의하고 있었다(연세대 보건대학원 국
민건강증진연구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7). 또한, 남자고등학생의
3.4%, 여자고등학생의 0.9%만이 담배유해성 광고를 본 후 담배를 끊었다
고 응답했고 기존의 학교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금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69.9%, 여자고등학생의 6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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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렇다”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연세대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7, <표 1> 참조). 이런
점에서 금연캠페인 채널로 의료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3)4)
흡연은 치주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위험요소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심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5-7배 정도로 심한 치주염에 잘 걸리거
나, 악화된다고 한다(Page & Back, 1997, <표 2> 참조). 이런 맥락에서 치

3)

<표 1>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금연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단위: %)

중학생

고등학생

많이

도움

그저

도움이

전혀 도움이

도움 된다

된다

그렇다

안 된다

안 된다

남

20.3

32.0

34.9

6.9

5.8

여

15.9

32.6

40.0

8.2

3.6

남

6.3

23.8

43.4

15.9

10.6

여

7.2

30.9

42.9

13.1

5.4

<표 2> 치주낭과 흡연과의 관계 단위(개)4)
연령

30-39
표준

40-49
표준

표준

현재 흡연자

0.52

1.90

1.02

1.52

1.41

1.71

0.88

1.51

이전 흡연자

0.29

0.77

0.71

1.48

1.12

1.55

0.69

1.34

비흡연자

0.18

0.63

0.53

1.10

0.75

1.38

0.43

1.04

편차

평균

표준

평균

편차

평균

30-59

흡연여부

편차

평균

50-59

편차

3) 연세대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7).
4) 박주희(2004, 7). 한국성인에서 흡연과 치주낭 형성의 관련성. 연세대 보건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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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병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와 스텝이 주도하는 금연권고커
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다.

3. 이론적 배경:
헬스커뮤니케이션과 의료인을 통한 금연캠페인
헬스커뮤니케이션의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관점은 의료인-환자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의료인-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동성에
주목한다(Ratzan, Payne, & Bishop, 1996). 의료현장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만족과 회복을 돕는다(Ulrey & Amason,
2001). 즉, 환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에
주목해야 하고 최선의 치료는 과학적 효율성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지지적인 인간의 다가감(human outreach)에 의해 이루어진다(Singhal &
Chitnis, 2005). 효과적인 의료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의료인
의 끝까지 듣는 자세와 정확한 정보 제공, 환자가 그 정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Finney, et al., 2006). 의료인은 환자가 편하게 질
문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며, 환자의 건강지능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안서원, 2007). 환자중심의 의료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
한 만족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제석봉, 2007).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질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위험요인인 흡연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고 금연을 권고하는
것은 공공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커뮤니케이션 차원의 개입으로 볼 수 있
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이 내원(환)자의 질병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금연을 권고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환자의 흡연에 관심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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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연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의사들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헬스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통한 커
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진다(Schiavo, 2007; Stephens, Rimal, & Flora, 2004).
대중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
을 증가시키는 단계에서,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개인이 건강에
유익한 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단계에서 더 효과적
(Svenkerud & Singhal, 1998; Yanovitzky & Blitz, 2000)이다. 의료인-환자 상호
작용을 포함한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신뢰형성을 통한 건강한 행동의
채택 및 민감한 이슈에 적절한 방법이다(Svenkerud & Singhal, 1998).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료인의 만남에서 감정이입과 이해, 상호적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는데 따뜻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필요로 하며 이
를 위해서는 환자의 문제와 감정에 민감해야 하고 흥미를 보여야 한다
(Finney Rutten, et al., 2006). 또한, 건강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
하지 않고 메시지가 문화적 특징과 환자의 건강지능의 수준에 맞게 적절
하게 전달될 때(Davis, et al., 2006)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흡연은 건강에
위험을 주는 위험행동에 관한 영역인데 습관화(Kline, 2006)의 부정적 경
향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금연 등 행동변화가 가능한 영역이다.
앞서 미국의 예처럼 대중 미디어가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이지만(Abernethy & Wicks, 1998) 건강 행동
변화에 효과가 크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을 통한 금연 커뮤니
케이션의 전개가 더욱 필요하다.
치과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 캠페인은 지역공동체의 의료전문가와 병
원에 내방하는 내원(환)자들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헬스캠페
인이다. 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의료전문가가 수행하는 금연 커뮤니
케이션은 치료 중심이 아니라 환자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과 질병 예방
을 위한 공동체와 사람중심의 참여적 헬스커뮤니케이션(Singhal & Chitnis,
2005)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사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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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위한 기술 교육과 평등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바탕으로 한 커뮤
니케이션이 필요하다(Dutta, 2006).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중심이
자 예방중심 헬스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Davis, Gazmararian, &
Kennen, 2006) 환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포스터, 팸플릿, 리플렛, 컴퓨터를
통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보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시도한 금연보다 의사의 금연권고가
금연시도 및 성공률을 높인다고 한다(Russel, WIlson, Taylor, & Baker,
1979). 우리나라 의사의 금연권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의료
인이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비흡연자 의사의
34.8%, 과거흡연자 의사의 29.6%가 동의했으나 흡연자 의사는 13.7%만이
동의했다. 또한, 의료인이 금연권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97.9%나 되어 금연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서홍관,
2002). 이런 점에서 이 금연권고캠페인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연구의 틀과 연구문제
흡연의 경우 과거에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미지, 취향, 멋, 또는 반항
적 행동 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래에는 건강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공공건강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흡연은 사회경
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심층적이고 거시적 분석이 필요한 주
제이기도 하다(Viswanath et al., 2006). 즉,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계층이 위험감수성향이 낮고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위
험행동에 대해 더 건강한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한다(이창곤, 2007;
Beaudoin, Thorson, & Hong, 2006; Freimuth, 2004).5) 특히 청소년기는 흡연
5) 흡연이나 감염 등 건강 위험행동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경우에, 정기
검진과 의사와의 상담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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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경험을 시작하고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Chapin, 1999). 이들
은 센세이션을 추구하는 성향(sensation-seeking)과 위험감수성향(Omori &
Ingersoll, 2005; Rodham, Brewer, Mistral, & Stallard, 2006; Strasburger &
Wilson, 2002, 2006)을 가지며 미디어의 건강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
지 않는 경향이 있다(Lee & Davie, 1997).
건강위험행동에 관한 인식 및 행동변화를 위한 메시지 확산에 있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중요하며(Turk, Ewing, & Newton, 2006) 목표수
용자의 성향과 경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Airhihenbuwa & Obregon, 2000;
Johnson, et al., 2004)을 바탕으로 한 의료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금연
캠페인의 핵심 채널이다. 이 채널의 사용은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치과질환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금연을 권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민
감성을 바탕으로 한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된다. 이 연구는 건강 PR
캠페인 분석에 이용되는 바드한(Bardhan, 2002)의 문화 간 접근 모델
(Intercultural campaign approach)을 바탕으로 금연권고 캠페인의 진행 과정
을 분석하고자 한다.6) 이 관점은 헬스커뮤니케이션의 문화중심 접근법인
데 건강을 개인의 건강위험유발행동중심으로 보는 행동변화 커뮤니케이
션 관점(Behavior Change Communication-focused)에서 벗어나 건강문제를 둘
러싼 문화와 맥락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Freimuth, 2004; Higgins, et al.,
2006; Obregon, 2003).7) 이 방법을 통해 헬스커뮤니케이션이 정보의 일방
향적 전파와 독백(monologue)에서 벗어나 대화(dialogue)와 참여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개인은 건강관리와 보험에 대한 접근이 높고, 내
시경이나 유방암 검사를 받을 기회도 많다고 한다(Viswanath et al., 2006).
6) 이 방법은 문화에 민감한 연역적 연구방법(culturally sensitive and ground-up
research)이라고 불린다(Bardhan, 2002).
7) 이 접근법은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이 건강을 지
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약하는 환경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통해 제약을 극복하는 것을 강조한다(Dutta,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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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야 함을 부각시키고자 한다(Basu & Dutta, 2007; Corcoran, 2007a).
또한, 공중의 건강에 관한 지식 수준인 건강지능(health literacy)을 고려해
공중의 문화나 언어 등의 특성을 고려해 메시지가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Davis, Gazmararian, & Kennen, 2006)는 점에서 이 연구 틀
의 의미가 크다.
한국의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캠페인 메시지 효과분석과 수용자반
응 및 내용분석이 중심을 이루지만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심층
연구는 많지 않았다(한미정, 2006).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기
법을 통해 치과 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 캠페인이 전개되는 상황을 탐색
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치과 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 캠페인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금연 캠페인 실시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의 연구문제
를 도출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치과 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
는가?
연구문제 2: 치과 의료인은 금연권고 캠페인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인
식하는가?
연구문제 3: 치과 의료인의 금연권고 시 커뮤니케이션 도구(대화, 포스
터, 팸플릿, 책, 컴퓨터를 통한 그래픽이나 동영상 등)가 어떻게 활용되는
가?
연구문제 4: 금연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긍정적 메시지와
흡연의 위험을 부각시키는 부정적 메시지의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5: 치과의료인은 성, 나이, 교육수준이 금연권고 캠페인에 대
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6: 금연권고를 하는 치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캠페인에서의
어려움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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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헬스커뮤니
케이션 관점을 중심으로 금연권고 캠페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7년 금
연권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5As(Ask, Assess, Advise, Assist, Arrange) &
5Rs(Relevance, Risk, Rewards, Roadblocks, Repetition) 전략(흡연여부를 묻고 금
연을 권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을 실행한 의사와 스텝을 대상으로
캠페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2007년 10월
-11월). 저자가 모두 일곱 차례 치과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일곱 명의 의
료인을 각각 인터뷰 했으며 한 번 인터뷰에 1시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인터뷰 결과는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연구보조원이 인터
뷰 전체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네 명의 치과의사(남: 3, 여: 1)와 세 명
의 스텝(여)이 인터뷰에 참가하였고 의사가 참가한 두 번의 경우는 스텝
이 의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보조로 답하기도 했다. 이 연구가 활
용한 인터뷰 기법은 연구자 중심의 설문이나 실험이 아니라 연구 대상을
참여자(participant)로 보고 직접 접촉을 통해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어내고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조혜영․김종길, 2006; Reeves,
2000). 대화중심의 이 심층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언어로 그
들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고 인터뷰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의 상
호작용과 협의를 통해 의미를 파악해 내는 방법이다(Lindlof, 1995).

6. 연구결과와 논의
1)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은 캠페인의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이 금연권고 캠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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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 배치할 홍보물을 개발하고 미국 보건성에서 제시한 흡연중재
를 위한 임상가이드라인(Fiore et al., 2000. October)을 바탕으로 5As 및 5Rs
전략을 적용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캠페인 참여의사
를 보인 서초구 내 치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금연권고의 중요성과 프로토
콜 사용법을 교육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였다. 캠
페인 중 언론관계 활동으로는 언론 기고로 치과 의료인 금연권고의 중요
성을 알리는 것이 실행되었다.8) 이벤트로는 참여 치과병의원과 서초구청
장과의 협약식을 통해 캠페인 기간 동안 참여 의료진과 스텝의 역할 및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무료검진서비스데이 행사를 진행해 서초구 치과 의
료인의 활동을 홍보하였다. 캠페인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보도자료 및 신문기고 등 언론을 활용한 PR을 실시해 치과
의료인의 금연권고 분위기조성과 공중의 인식확대를 시도하였다.
둘째, 치과병원에 맞는 금연 캠페인 포스터 3종과 지역 내 금연클리닉
을 홍보하는 포스터 1종 등 총 4종을 병원 내에 배치했다. “치과 치료
후 주의사항” 및 “흡연이 우리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담
긴 홍보물(부채)과 치아캐릭터 “치돌이”형 금연마크 주차증을 개발하여
교육 후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참여하는 병의원과 관내 구청장과의 협약식이라는 이벤트를 통
해 금연캠페인에 참여하는 참여병원을 “건강을 권하는 치과”로 명명했고
병원외부나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감사패를 수여해 기대역할을 강조하
였다. 즉, 협약식이라는 PR 이벤트와 “건강을 권하는 치과”로 임명하는
이름 및 임무부여 과정 또는 의식을 통해 치과 병원의사와 스텝들에게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는 주체로서의 인식과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2007. 5. 22).
8)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미디어로부터 무엇이 건강한 선택들이고, 규
범적인 행동들인지를 배우게 된다(Campo & Mast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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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참여의사 및 스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행했다(2007. 5. 29).
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치주병, 발치, 임플란트 등 내원(환)자의 케이
스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인지도 있는 의료인을 모델로 시나리오에 따른
금연권고 상황을 동영상매체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였다. 또한, 5As
& 5Rs 전략을 접목한 서식지를 프로토콜로 개발하여 교육하였다.
다섯째, 두 차례 현장실사를 실시해 병원의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권
고 캠페인 실행을 지원하였다(6, 8월).
여섯째,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치과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
을 권고하고 프로토콜을 작성하도록 실행 기간을 두었다.
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는 치과 의료인이 가지는 전문지식이 금연권고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의료인들은 치과병원의
내원(환)자들이 일반인이나 TV 등 매체를 통해 금연메시지를 접할 때 보
다 훨씬 더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의료인의 금연권고에 반응한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이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건강에 관한 지식과 힘, 대화과정
에서의 불균형(Deppermann, 2007; Ulrey & Amason, 2001)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의사의 말이 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의사는
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치료과정과 치료법 선택에 있어서
권한이 있으며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헬스커뮤니케이터
(health communicator)”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결과는 환자의
(치아)건강과 치아질환 치료과정과 관련성 높게 금연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의료진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인이 금연을 권유 할 때보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 없이 TV 캠페인으로 보는 것보다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끊으시겠다는 분들도 많고...(의사 A, 남,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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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쪽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금연에 대해) 말하
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의사 B, 남, 10/25)
환자분들이 몰랐던 치과 질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금연의 필요성을 더 잘 느끼시게 된다.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치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금연을 결심하
신 분들도 몇 분 계신다(의사 D, 여, 11/1).
대체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금연권고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스텝들은 환자가 금연권고 시 금연 메시지를 잘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와 스텝들이 가지는 권한과 지위의 차이로 인해 금연권고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환자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의미로 이
해될 수 있겠다.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의례적인 일이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다(스텝 A, 여, 10/25).
일반 환자분들은 치과 질환이 흡연과 관련된 사실을 잘
모르셔서 건성으로 듣고 가신다.
질환이 정말 심한 분들은 심각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
분 잘 모르신다(스텝 C, 여, 11/1).
의사가 금연권고를 할 때가 스텝이 할 때 보다 내원(환)자들이 더 잘
반응하고, 수용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는 금연권고 캠페인 진행 시
스텝은 흡연여부를 물어 흡연자를 가려내고 의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권 1호 (2010년 6월) 114

알려주는 초기 역할을 하고 의사는 치료와 병행해 금연메시지를 전파하
도록 역할을 나누어 접근한 캠페인 전략과도 관계된다. 이는 의사의 권
위와 신뢰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한 의사와 스텝 간 역할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가 금연메시지를 전달하는 헬스커뮤니
케이터에게 부여하는 역할 또는 기대수준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
다. 즉, 의학적 권위 또는 흡연과 치아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의 수준
이 의사와 스텝사이에 다르다고 환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연구문제 3
건강관련 메시지는 공중의 참여 속에서 개발되고, 그들이 선호하는 채
널을 통해 전파 될 때 효과가 크다(Corcoran, 2007b; Higgins, et al., 2006).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 따르면 메시지가 목표공중의 동기적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적절한 이야기 구조를 가져야 하며(Dutta, 2007b) 변
화를 막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주목
을 이끌어 낼 수 있다(Corcoran, 2007a; Greene et al., 2000). 연구문제 3은
금연권고 시 커뮤니케이션 도구(포스터, 팸플릿 등 비쥬얼 자료, 책, 컴퓨
터를 통한 그래픽이나 동영상 등)를 활용하는지와 그 효과에 대한 의료
인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로 하는 금연권고가 많았고 일
부는 캠페인을 위해 제공한 홍보물을 이용해 금연메시지를 전달하고 있
었다(<그림 1, 2> 참조).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말만 했을 때 보다 훨씬 효과
적이다(의사 B, 남, 10/25).
그림 같은 것을 보여주면 효과는 더 크겠지만, 주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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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책이나 사진 자료들을 활용
하기도 한다(의사 C, 남, 10/25).
정부에서 나누어준 금연 게시물을 보여주거나 부채를 나
누어 준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시간적 이유나 마땅한 시
각적 자료가 부족해 언어로만 금연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
다. 금연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원자용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하면 책받침 드리는데 그거 말고 니코틴 없애는 (금
연을 돕는) 패치 샘플을 줬으면 좋겠다. 그걸 주면 호기심에
라도 한번쯤 금연을 하고 써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스텝 A, 여, 10/25).
치과에서 그런 것(홍보물)을 구비해 놓을 정도의 여건이
아니다. 설문 후 나눠주는 책받침(부채)나 구강관련 사진 정
도는 보여드린다(스텝 B, 여, 10/25).
부채에 나온 사진 보여드리면서 계속 담배 피시면 구강
질환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다(치주염, 잇몸질환 등). 주로
말로만 하고 (설문 후 나눠주는) 부채를 활용하기도 한다(스
텝 C, 여, 11/1).
노어에 따르면 다양한 매체를 함께 이용해 건강관련 메시지를 전파하
는 것이 건강 캠페인의 시너지 효과(synergy)를 높일 수 있다(Noar, 2006).
이 점에서 치과 의료인들이 금연권고 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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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을 개발하고 보급해 의료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 메시지가 새로울수록 더 효과가 있는데(Wakefield, et
al., 2003) 이에 따라 새롭고, 신선한 내용의 캠페인 포스터와 팸플릿을
제작․배포한다면 치과 내원(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내용에 대한 기억력
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과 의사와 스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각 홍보물을 활용해 금연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때 병원이 가지고 있는 환경, 즉 시간 및 인력에 있어서의
제약도 고려해 최대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형태
를 보조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4) 연구문제 4
연구문제 4는 의료인의 금연권고 시 긍정적 메시지와 부정적 메시지의
의존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전체적으로 흡연에 관한 부정적 메시지를 많
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금연캠페인 시 흡연의 부정적 결과를 생생하
게 부각시키는 메시지가 감성적 각성을 더 불러일으키고 흡연을 거부하
는 의견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와도 관련이 있겠다(Wakefield, et al.,
2003). 또한, 환자가 치아 질환을 치료하거나 불편함이 있어 스캘링 등의
치료를 받으러 오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흡연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폐
해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구강이 나빠져서 오신 분들에게 흡연이 원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의사 B, 남, 10/25).
주로 구강 질환에 관련해서 말을 한다. 치과이기 때문에
치료와 연관 지어서.. 특히 잇몸 치주질환이나 이가 빠진 다
던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다(의사 C, 남,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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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에서 좀 더 부정적인 상황을 말해줬을 때 심각
성을 느끼고 금연을 받아들인다. 금연을 하면 치아 미백에
도 좋다는 등 긍정적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처음 상태가 나
쁜 요인으로 주로 말을 많이 한다(의사 D, 여, 11/1).
의사들 뿐 아니라 스텝들도 흡연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점 중심
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금연을 하면 잇몸이 좋아진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
만, 그보다 담배를 펴서 이 런 질환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금연을 하면 치아미백에도 좋고 잇몸도
좋아지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다 담배피면 잇몸질환이 생
긴다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스텝 A, 여, 10/25).
금연을 결심하신 상태가 아니라서 긍정적으로 말씀 드리
기는 힘들고, 부채에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담배
피시면 구강 질환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다(치주염, 잇몸
질환 등) 치료 후에도 담배를 피면 회복이 잘 안된다고 말
씀을 드린다(스텝 C, 여, 11/1).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왜냐면
입안에 까만 것이 붙어있는 것을 보여드렸을 때 실감하신
다. 스캘링을 하기 전후 모습을 보여드린다. 그리고 흡연자
이기 때문에 스캘링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면 더
실감하신다(스텝 B, 여, 10/25).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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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또는 가능성 있는 질환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흡연이 치아에 미치는 해로운 점 등 두려움과 위협적 요인을 부각
시키는 부정적 내용이 금연권고의 핵심메시지 소구기법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단어, 구문, 문장, 은유 등을 동원한 부정적
메시지(Krishnan, Durrah, & Winkler, 1997)가 건강과 관련한 단기적 태도
및 행동변화에 유리하지만 장기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금연 메시지를 전파할 때는 부정적 메시지를 통해 흡연이 가져올 공포감
을 부각시키는 것과 함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연계해 금연 했을 때
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할 때 행동변화에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Wakefield, et al., 2003). 자기효능감은 금연 같은 행동으로의 변화를 일으
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건강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Campo & Mastin, 2007). 즉, 의료인의 부정적 메시
지의 전파가 금연에 대해 인식하고, 금연을 시도하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긍정적 메시지의 전파는 금연을 유지하고,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며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강화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치과 병의원에 캠페인을 위해 제공된 홍보
게시물은 긍정적소구의 포스터가 부정적소구의 포스터보다 더 많이 비치
되어 있었다(<그림 1, 2> 참조).
5) 연구문제 5
스코엔배쳘러와 위트러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
연광고에서는 암 등 신체적 위협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이성적 매력의
감소나 사회적 거부감을 메시지화 할 때 설득효과가 높다고 한다(조형호,
1999). 국내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흡연율 격차가 늘고 있으며 사회경
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일수록 흡연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이창곤,
2007). 연구문제 5는 치과 의료인이 성별, 나이, 교육수준에 따라 금연권
고 캠페인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다고 의료인이 인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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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정보에 대한 욕구나 성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인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Finney Rutten, et al., 2006). 또한, 캠페인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담배에 대한 사전경험과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
및 속성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Wakefield, et al.,
2003)는 가정에 근거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흡연 등 건강위험행동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습관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높은 위험감수성향으로 인
해 금연이나 과음금지, 콘돔사용, 안전벨트 착용 등 건강한 행동에 관한
메시지를 무시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Pittam & Gallois, 2000)는 점
과도 관련된다.
어린 남학생들은 담배 피는 것을 숨긴다. 특히 남학생들
은 이제 막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니가 뭔데 끊어라 마라
하느냐는 식의 반응도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아직 생각이 별로 없고 세대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
하기 어렵다(의사 A, 남, 10/25).
청소년들은 연령대가 낮으니까 말하기가 쉬운데 얘기를
하면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연
령대가 높고 흡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담배 피우
면 신체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몸소 느끼신 분들이라서 금
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신다(의사 C, 남, 10/25).
청소년들은 멋으로 많이 피는데 금연 캠페인을 거부한다.
아무리 심각한 사진을 보여줘도 저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고
말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스텝 B, 여,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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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언급은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위기행동과 관련한 위험
감수성향과 낙관적 편견의 영향(Rodham et al., 2006; Strasburger & Wilson,
2002/2006)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건강 메
시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Greene et al., 2000). 이러한 성향을 감안할
때 청소년에게는 건강위험을 강조하는 메시지보다는 사회적 거부감이나
치아색깔 및 냄새 등 이미지와 관련된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치과 의료인들은 대체적으로 흡연이 직접적으로 치아질환을 일으
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파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젊은 여성이나 어린 남학생들)은 담배 피는
것을 숨긴다(의사 A, 남, 10/25).
젊은 층 일수록 호응은 더 좋다.
여성들한테는 말을 꺼내는 자체도 너무 힘들다(의사 B,
남, 10/25). -- 젊은 층? 삭제?
주로 질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청소년이나 여성분
들에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의사 D, 여, 11/1).
흡연이 치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중에서도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는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령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즉, 청소년이나 여성에게 치아색깔이나 냄새, 사회적 거부감
등 이미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사회가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에 대해 더 많은 부정
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치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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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들도 이들에게 금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열과 나이,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라는 한국적인 전통적 커뮤니케이
션 구조의 특징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금연커뮤니케이션 상황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연 캠페인을 비롯한 헬스 커뮤니케이
션에 있어서 문화적 민감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미적 이미지에 대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치아색깔 등에 대한 담배의 부
정적 영향을 보다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주로 질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여성분들은 미적인 부분
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미지 관련해서 얘기한다
(담배를 펴서 이가 누렇게 됐다. 등). 남자 분들은 미적 이미
지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남
자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스텝 A, 여, 10/25).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청소년층의 위험 및 센세이션 추구성향이 흡연이
나 음주 등의 행동과 관련이 된다(Greene et al., 2000). 치과 의료인을 통
한 금연권고 캠페인 시 연령, 성별과 함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금연권고 메시지에 대해) 교육수준이나 수입이 높으신 분
들이 더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수입이 낮고 힘드신 분들
은 담배밖에 취미가 없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런 분들은 더 어렵다(의사 A, 남, 10/25).
교육수준이 높은 분들은 설명을 해드리면 금방 알아들으
시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분들에게는 설명 드리기가 더
어렵다. 공감도 잘 안하시고...(의사 C, 남,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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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에 따른 반응은 없고 개인차에 따라 다른 것 같
다(스텝 A, 여, 10/25).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다. 본인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면 바로 끊는다(스텝 B, 여, 10/25).
교육수준이 금연권고 캠페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의
사와 스텝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자와 보다 안정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 상담이 가능한 의사는 스텝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환자가 금연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높은 교육수
준을 갖춘 계층에게는 금연 캠페인이 효과적이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계
층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창곤, 2007).
이를 통해 바드한이 주장한 PR 캠페인의 문화 간 접근법이 의료전문가
를 통한 금연캠페인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흡연자를 대상
으로 한 금연캠페인과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캠페인 모두에
있어서 캠페인 대상자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금
연권고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한 인간으로
보아야 하며(Singhal & Chitnis, 2005) 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이
입 또는 공감(empathy)을 바탕으로 한 금연권고 커뮤니케이션(Ahrndt,
2007)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의사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이해
하려 하지 않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감을 바
탕으로(김대현, 2007) 금연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연구문제 6
연구문제 6은 캠페인에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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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인 흡연량이나 기간이 확실히 확인이 안 된다. 설문지에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치과의사, B, 남, 10/15)”라는 응답이 있었
다. 단순히 흡연여부 뿐 아니라 흡연량과 흡연기간 등 흡연정도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초기 5As & 5Rs 서식지에 있는 문항임
에도 이를 작성하는 스텝의 역할수행여부 또는 치과의사에게로의 정보
연계가 미흡하여 빚어진 상황으로 간주된다. 언급된 것처럼 흡연량이나
기간에 따라 금연 권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보다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고, 대국민 PR을 통
해 치과병원을 통한 금연권고 캠페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의 게시물, 설문지, 책받침, 부채 뿐 아니라 포스터나
팸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는 의견(스텝 A, 여, 10/25; 스텝
B, 여, 10/25),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는 주장(의사 A, 남, 10/25), “대국민 홍보를 미리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
리고 치과에서도 잘 시행을 하면 더 쉽고 효과적일 것 같다(의사 C, 남,
10/25)”는 의견도 있었다. 금연권고 캠페인에 이용되는 홍보물이 좀 더
금연메시지를 각인 시킬 수 있도록 글씨체도 크게 해 더 잘 보이도록 해
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눠준 포스터(홍보게시물 등)가 금연 캠페인을 하는 포스
터인지 잘 모르겠다. 환자분들도 잘 모르셔서 설문지에 포
스터 본적 없다고 체크 하신다. 글씨도 작아서 어르신들은
특히 잘 모르신다. 눈에 확 띄게 만들었으면 좋겠다(스텝 C,
여, 11/1).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람 심리가 보상이 있으면 더 잘
하게 되니까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의사 D, 여, 11/1)과 적극
적으로 동참하는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제공의 필요성(“정신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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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비를 받듯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의사 C, 남, 10/25, “어떤 보
상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죠,” 스텝 A, 여, 10/25)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기는 하나 치과
의료인의 금연권고가 실효성이 있는지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병
원” 인증제도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과 환자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아 캠페인의 효율성이 낮다
는 지적도 있었다. 설문지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의사와 스텝 모두
에서 많았다(일곱 명 중 다섯 명이 설문지가 길다고 응답). “설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의사 A, 남, 10/25),” “환자들은 치료
를 받으러 온 건데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거부 하시는 분들이 있다(의사 B, 남, 10/25),” “설문사항을 줄여줬으면 좋
겠다(스텝 A, 여; 스텝 C, 여, 11/1),” “체크를 하는데 표와 스티커를 따로
줘서 번거롭다. 차라리 펜으로 체크하는 것이라면 더 편할 것 같다(스텝
C, 여, 11/1)”라는 언급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
연을 권고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의견은 현장 점검 시에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내원자용 설문문항을 간
략하게 재정리 하였으며 5As & 5Rs 서식지의 체크표시 문항을 줄여서 조
정했다. 그러나 처음 5As& 5Rs 서식지를 작성해야하는 병의원 스텝에게
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
의료인의 금연권고를 일상화하기위한 취지이며 한 번만 작성하는 것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성이 있다. 내원(환)자가 병원을
다시 찾지 않는 경우에 일 곱 군데 중 한 군데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금연권고를 받은 후 금연결심이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다. 다
른 곳은 모두 환자가 다시 내방했을 때만 금연권고를 받은 후의 금연 실
행여부에 대해 물어본다고 했다. 따라서, 금연의사 형성이나 실행여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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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은 병의원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캠페인을 위해 치과
의사와 스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치과의 환자치료 상황
을 좀 더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해봤다. 아무래도 첫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는
좋은데 실직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의사 C, 남, 10/25).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저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적용이 잘
될까, 어떤 반응이 올까 걱정이 조금 됐다(의사 D, 여, 11/1).
스텝 강의가 있을 때 참석 했었다(원장님은 그때 일이 있
으셔서 못 오시고). 처음에는 강의에서 배운 그대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스텝 C, 여, 11/1).
위의 반응을 볼 때 캠페인에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을 늘리고 헬스커뮤
니케이터인 의사와 스텝의 실행을 확대하기위한 전략으로 좀 더 치과 병
원의 현실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내원(환)자의 성별, 연
령 등에 따라 차별화한 금연권고 메시지 전파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
하여 치과 병의원의 여건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7. 결론과 제언
노어(Noar, 2006)의 주장처럼 과장되거나, 훈계적 또는 설교적으로 보이
는 건강메시지는 신선함을 주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금연커뮤니케이션은 대화와 함께 보조적으로 이용될 홍보물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권 1호 (2010년 6월) 126

을 통해 보다 감성적이면서 새롭고, 독특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요
구된다. 또한, 의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중심의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김대현, 2007; Davis, et al., 2006),
환자를 격려하고, 공감하며, 동반자라는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이현석,
2007). 이 같은 원칙이 치과 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 캠페인에도 적용되
어야 하겠다. 즉, 흡연자의 특성과 그들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금연권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드한(Bardhan,
2002)은 문화 간 캠페인 접근을 통해 캠페인 대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건강 캠페인의 성
공률을 높이고, 건강위험에 노출된 그룹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한
다. 나이,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흡연의 원인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해 금연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이창곤, 2007).
또한, 메시지 개발과정에 공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메시지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금연권고 메시지 개발과정에 흡연자가 직접 참여하거
나(Dutta, 2006) 메시지반응에 대한 사전조사에 참여해(Noar, 2006) 공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제작되고 이용되어 진다면 캠페인의 효과가 향상될
것이다. 흡연예방도 중요한 캠페인의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 금연권고 캠
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가 흡연을 포함한 여러 행동
과 습관이 형성되고 이 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라는 점에
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미리 커뮤니케이션할 필요성도
크다.
2006년 세계심장학회(WCC)와 유럽심장학회(ECS)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의사들이 금연커뮤니케이션 실시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시간 부족, 38%는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음, 46%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일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의
료인과 환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건강증진과 환자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제석봉, 2007) 이는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금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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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행동의 채택을 도와준다. 본 연구를 통해 치과 의료인의 금연커
뮤니케이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중의 특성을 존중하는 문화 간
캠페인의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메시지 개발과정부
터 대상 공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호소력 높은 메시지의 개발이 필요하
다. 치과 의료인의 소신 및 자발적 동기화와 더불어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의료수가 책정을 통한 지원과 참여 치과병의원에 대한 보상시스
템 등의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치과 병의원의 여건이 고려된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 효과에 대한 평가도 요구된
다.
이 연구는 금연권고 캠페인의 진행과정 분석과 캠페인을 실시한 치과
병의원 방문을 통한 의료인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료인
이 어떤 방식으로 금연권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
다고 인식하는지,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를 헬스커뮤니케이터인 의료인
의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캠페인에 대해 교육받고, 자발
적으로 참여한 의료인을 통한 금연권고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해 의료인을
동기화하고 금연 캠페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즉, 치과의료인을 통한 금연캠페인의 전개라는 새로운 건강 증진 커
뮤니케이션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써 의의가 있지만 인터뷰 대상
이 많지 않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캠페인 실행자의 입장에서 캠페인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
는 데는 적절하나 캠페인 대상인 공중의 반응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
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분석이 이루어지
는 것이 연구의 의의를 더욱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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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anti-smoking campaign through
dentist's advice

Charles Eui-chul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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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nalyzed

the

dentists'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anti-smoking campaign processes through dentists' advice(including dental
nurses' advice) and the campaign's effects. Although smoking is closely
related to dental health, dentists are not active to communicate anti-smoking
messages. That is, despite the fact that medical professionals equipped with
rich medical knowledge can effectively disseminate health messages,
including anti-smoking messages, this kind of effort was not made very
often. This study i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f dentists and dental
nurses in seven dental clinics in Chocho Gu, Seoul, who participated in the
anti-smoking advice campaign in 2007. Grounded in an intercultural
campaign approach in health communication, this work explored how the
dentists and dental nurses perceived the campaign's processes and effects.
Following research findings, the dentists and dental nurses perceive that the
anti-smoking advice campaign through medical professionals is effective.
Also, they recognize that anti-smoking advice using various anti-smoking
communication tools is more effective and that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culturally sensitive anti-smoking messages considering age
and gender characteristics is needed. Based on the dentists' and dental
nurses' evaluations and perceptions of the anti-smoking campaign, it is
essential to develop much more effective anti-smoking campaign tools using
medical professionals.
Key words : anti-smoking campaign, anti-smoking advice, dentist, antismoking mess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