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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금연 치료의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Smoking cessation is the leading preventable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All smokers must be encouraged
and assisted to quit smoking by health care participants. The combination of behavioral non-pharmacologic therapy and pharmacotherapy is the most beneficial method in supporting smokers to quit. The use of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bupropion and varenicline is the recommended strategy of smoking cessation for smokers
except adolescent and pregnant women. The smoking rate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is more than two
times than smokers without mental illness. However, combination therapy increases smoking abstinence rates
in smokers with mental illness. E-cigarette is not recommended for the purpose of smoking cessation because
the long-term safety and effectiveness is not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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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연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흡연자들 중 절반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며 평균적으로는 흡연을 하지 않을 경우 보다 10년 이상 생존기간이 짧아진다1.
금연은 건강을 지키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2. 50세 이전에 금연하면 다음 15년간 사망할 위험이 50%가
감소 하며 25세∼34세의 젊은 나이에 금연할 경우 비 흡연자와 같은 생존기간을 가지므로 가능한 조기에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3.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담배가격 상승 이후 40% 이하로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기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 중이다.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흡연자 대상으로 무료 금연상담과 니코틴대체요법이 제공되고 있으며 담배가격을 2,500
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증가된 재원으로 2015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연 치료 사업
이 시작되었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은 전문 의료진에 의한 금연 상담과 약물치료를 국가에서 제공하며 2015년 1년에
1회 제공에서 2017년부터는 1년에 세 차례(12주씩 3회로 36주)까지 지원하고 있다. 금연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진은 온라인으로 교육(교육 사이트: http://stop-smoking.ksaedu.or.kr) 후 금연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금연 공익광고의 제작을 비롯하여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표지에 흡연과 연관된 질병을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문구와 같이 표시하고 있으며 방송을 통하여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금연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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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3분의 2 이상은 금연을 원하며 50% 이상의 흡연자가 1년 이내에 금연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금연에
실패하며 6% 미만에서만 1년 경과 후 금연 상태를 유지한다4.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 절반 이상이 첫 주 이내에
5
포기하며 니코틴 중독이 조기 금연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니코틴은 흡연 시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뇌로 수초 이내 전달되어 도파민과 다른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자극하여 흡연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유도한다. 그러
므로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물학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6.
2. 본론
1) 비약물요법(Non-pharmacologic treatment)
(1) 금연 상담

금연상담은 짧은 조언에 비해 금연 전문가에 의한 10분 이상의 면담상담(face to face)이나 개별적 특화 상담
7
(individual counselling)의 경우 6개월 이상 금연율이 1.57배(RR 95% CI, 11.40 to 1.77) 높았다 . 단체상담(group
therapy)은 금연상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1.88배(RR 95% CI 1.52 to 2.33)가 높았으며 짧은 금연조언에 비해서는
1.22배(RR 95% CI 1.03 to 1.43)가 높았다. 반면 개인적 특화상담에 비해서는 0.99배(RR 95% CI 0.76 to 1.28)로
8
개인상담과 단체상담간의 금연 성공률의 차이는 없었다 . 10분 이상의 집중적인 금연 상담이 효과적이지만 3분 이내
의 짧은 상담도 효과적이다. 금연 상담은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여 성공률이 증가하며, 상담횟수는 최소한 4회 이상이
권고되고 90분 이상 상담 시간 이후는 금연 성공률이 상담시간이 증가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2. 전화상담은
최소한 3회 이상이 필요하며 개별적으로 특화된 금연 책자도 금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약물치료와 함께 금연상담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약물치료만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성공률이 약 1.4배 높았고
(95% CI, 1.2 to 1.6), 상담횟수에 비례하여 금연 성공률이 높아졌다. 또한 상담만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약물치
9
료-상담 병행요법에서 금연 성공률이 약 1.7배(95% CI, 1.3 to 2.1) 높았다 .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에 금연상담을
병행하면 환자의 금연약물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전문의료진들이 전달하는 금연권고는 동기부여와 금연유
지에 효과적이다.
(2)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금연 시 운동을 병용할 경우 금연 성공률이 증가하며 동반되는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3개월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0. 체중 증가는 중요한 금연 실패의 요인이므로
금연초기부터 운동요법과 함께 식이 조절이 필요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연 후 체중 변화는 금연 전 니코틴에 의해 낮게 유지되던 기초 대사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금연으로 인한
미각 회복에 의한 식사량 증가, 금연 과정 중 흡연 대신 과자 사탕 등의 탄수화물의 섭취 증가가 원인이며 금연
11
동안은 과일과 야채의 섭취를 자주 할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아진다 .
2) 약물요법(Pharmacologic treatment)
(1) 1차 금연약제

흡연자들의 뇌 속에는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니코틴 수용체가 존재하며 흡연자들은 흡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니코틴을 요구하게 된다. 니코틴 의존성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치료방법이며 1차 권고
약제로는 FDA에서 승인된 니코틴대체제(nicotine replacement therapy)와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바레니클
12
린(varenicline)의 3가지 약물이 있다 .
니코틴대체제는 금연 의사가 없는 흡연자에게도 흡연량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는 니코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금연 치료 약물로 사용된다.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을 권고하며 6개월 이상
처방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사용 시 금연 효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
부프로피온 서방정은 경구치료제로 최초로 승인된 금연약제로, 금연일 1주 전부터 150 mg 하루 한 번 아침에
복용하며, 3일간 투여 후 4일째부터 150 mg 하루 두 번으로 복용하고, 3개월에서 금연 후 최대 6개월까지 복용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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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흔한 부작용은 불면증과 입마름이며 간질 병력이 있는 경우는 금기이다.
바레니클린은 금연일 1주일 전부터 복용하고, 첫 3일은 매일 0.5 mg, 다음 4일은 0.5 mg 두 번, 이후 11주 동안
1 mg 두 번 복용하며 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 오심이 가장 흔하며(30%)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되며, 수면장애, 비정상적인 꿈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크레아티닌 청소율 30 mL/min 미만의 중증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감량이 필요하다. 금단 증상이 심하여 단시간에 금연이 어려워 점진적으로 금연하고자
하는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량을 점차 줄여 3개월째까지 완전 금연을 완료하고 그 이후 3개월을 금연하게 하는 연구에
13
서 24주 동안 바레니클린을 복용하는 것이 위약에 비해 금연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점진적 금연법) .
전향적 연구에서 바레니클린이 니코틴대체제, 부프로피온, 위약군에 비해 신경정신병적 부작용의 위험성을 높이지
14
않아 신경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2) 2차 금연약제

2차 금연약제는 1차 약제에 비하여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으며 FDA에서 승인되지 않은 약제이다. 2차 금연약제는
1차 약제가 금기인 경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사용가능 약제로는 클로니딘(clonidine)과
15.16
노르트립틸린(nortriptyline)을 사용해 볼 수 있다 . 동유럽에서 개발하여 사용되어 온 시티신(cytisine)은 약물 기전
이 바레니클린과 유사하며 약제 가격이 저렴한 금연 약물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시판되지 않고 있다17.
(3) 약제병용 치료

금단 증상이 심한 흡연자인 경우 단시간 작용하는 니코틴 껌이나 로렌즈 등과 장시간 작용하는 니코틴 패치를
병용 사용하면 한 가지 제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금연 성공률이 높아진다. 또한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도 니코틴
18
패치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니코틴대체제와 바레니클린의 병용 치료가 바레니클린 단독 치료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높지만,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흡연자에서는 유의한 우월성을 보이지 않아 금단증상이 심한 경우 병용치료
를 고려할 수 있다19.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약물의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병용하는 것은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며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에서도 유의하게 호전된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부프
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을 병용할 경우 초기에는 우울증 증상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는 지속되지
는 않았으며 필요 시 두 약제를 병용할 수 있다20.
3) 특수상황의 금연 치료
(1) 여성과 임신 수유부의 금연

우리나라의 여성 흡연율은 서구에 비해서는 낮지만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대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흡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가 93.4%, 가족이 흡연하는 경우가 74.4%로 대부분 여성
흡연자는 주변의 영향으로 흡연을 하게 된다21.
금연은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에도 금연이 계속 권고되어야 한다. 임산부나 수유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금연 상담과 지지요법이 권고되고 금연 약물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결과가 거의 없어 약물치
료 효과와 안정성 문제로 금연 치료제로 권고되지 않는다22.
(2) 청소년 금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금연을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상담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청소년에게 니코틴대체제가
필요한 경우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며 바레니클린과 같은 경구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23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권고되지 않는다 .
(3) 동반질환 있는 흡연자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3년 이상 금연시 비흡연자와 유사하며 심혈관질환 발생 급성기인 48시간 이내는 니코틴대체
24
제의 사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장기간 흡연으로 인해 니코틴 의존성이 높아서 행동치료와
25
약물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흡연자에서 니코틴대체제,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
클린의 24주 금연율은 각각 38.2%, 55.6%, 58.3%로, Varenicline이 가장 금연율이 높으며 니코틴 패치에 비해 1.98배
26
효과적이었다(OR: 1.98; 95% CI: 1.2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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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질환이 동반된 흡연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흡연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금연율도 낮다. 15∼54세 사이의
4,411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흡연자 비율은 정신질환이 평생 없는 경우,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있었던 경우, 지난
1달 동안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의 흡연자 비율은 각각 39.1%, 55.3%, 59.0%로 정신질환자군에서 유의하게 흡연율
이 높았으며 금연율도 37.1%, 30.5%, 42.5%로 정신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흡연자 군에서 높았다27. 2004에서 2011년
사이 흡연율 조사에서 정신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율이 19.2%에서 16.5%로(p＜0.001) 감소된
반면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 흡연율은 25.3%에서 24.9%로(p=0.50) 거의 감소되지 않아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 금연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28.
(5)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와 궐련형 전자담배(Heat-not-burn, HnB)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제한적이며 결과에 대해서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금연효과와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금연 방법으로는 권고되지 않는다. 2014년에 필립 모리스사에서 아이코스(I Quit
Ordinary Smoking, IQOS)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직접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된 연구결과는 아직 거의 없는 상태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열시 330도
로 일반 담배의 684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가열되므로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게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에 의하면 니코틴은 일반담배의 84%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일산화탄소(CO)는 일반담배에 비해 배출
량이 적으나 일부 유해물질은 일반담배와 유사하거나 매우 높게 검출되기도 하여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효과와
유해성에 대해서는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29.
3. 결론
흡연은 가장 중요한 질병의 예방 인자이며 모든 흡연자는 의료진으로부터 금연을 권고 받아야 한다. 1차 금연
권고약물인 니코틴 대체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18세 미만과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흡연자에게 사용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가 장기 금연에 효과적이다.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해서는 권고되지
않으며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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