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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paper presents the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KPSTF) guidance
on behavioral and pharmacotherapy for relapse prevention in abstinent smokers.
Methods: Evidence was evaluated at the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 of the KPSTF to
develop KPSTF guidance through a rapid systematic review of both behavioral and
pharmacologic intervention. Subsequently, evidence level and recommendation grade wer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KPSTF Manual for Public Health Guidance. Consensus on
the recommendation grade determined by nine experts was obtained using a modified Delphi
method to evaluate the effect size, priority, resources, feasibility, health equity, and reliability
of the values and preferences.
Results: This guidance applies to smokers who successfully quit smoking over 24 h on their
own (unassisted abstainers), who forcibly quit because of pregnancy or hospitalization, or who
quit by participating in a smoking cessation program (assisted abstainers).
Conclusion: The KPSTF does not recommend providing behavioral therapy for abstinent
smokers for relapse prevention (Recommendation grade: D, evidence level: high). Instead, it
recommends pharmacotherapy, albeit with weak intensity (Recommendation grade: B evidence
level: high). A significant effect was confirmed in the relapse prevention intervention in
2
pharmacotherapy, but the effect was not large (RR [95% CI]: 1.15 [1.05, 1.26], I =40.71%).
This recommendation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diverse drug and foreign data, so
evidence should be obtained through randomized clinical trials. However, we cannot conclude
if it will have the same effect in Korea. Therefore, a sufficient number of domestic studies and
long-term follow-up are required in the future to verify the relapse prevention intervention.
Key Words: Behavioral therapy; Pharmacotherapy; Relapse prevention; Smoking cessation;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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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및 질병예방서비스권고 안내

지역사회 보건의료 프로그램이다. 질병예방서비스권고는 총 4
단계(권고 영역 선정, 주제 선정, 근거 평가, 권고 도출)의 절차를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거쳐 개발되며, 질병예방서비스권고의 근거 수준 및 권고 등급

Force, KPSTF)는 질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프로그

은 표 1, 2와 같다. 근거 수준은 현재까지 근거에 대한 연구 설계

램의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그 결

와 비뚤림 위험, 이질성, 비직접성, 비정밀성, 출판 비뚤림 여부

과를 지역사회에 권고(‘질병예방서비스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등을 평가하여 특정 중재의 효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평가하

이는 미국 질방예방서비스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는 것이다(표 1).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종합적 근거

Task Force, USPSTF)와 목적이 유사하다. 질병예방서비스위

수준을 평가한 후 최종 권고등급을 결정한다(표 2).

원회는 2015년 7월 질병관리청에서 설립하였으며, 지역사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

보건, 임상, 연구방법론,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의 전문가 14명

연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ㆍ보급하여 지역사회 보건사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는 질병예방서비스권고의 영역

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원고는 금연자들의 재흡연을 예방하

및 주제를 선정하고, 근거평가센터(Evidence-based Practice

기 위한 행동 및 약물요법의 효과 및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한 권

Center, EPC)가 개발한 권고문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1)

고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질병예방서비스권고(KPSTF Guidance)는 지역사회 보건
사업 담당자 또는 관련 의사결정자가 해당 지역의 건강문제를

권고와 근거에 대한 요약

해결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이다. 질병예방서비스권고는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

질병예방서비스권고 개발을 위해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KPSTF)

가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잠재적인 건강 위해는 무엇인

근거평가센터는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인 행동요법과 약물요법

지, 관련 근거가 더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에 대해 각각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근거 평가를 수행

인 정보를 담고 있다.

하였다. 이후 KPSTF 권고 개발 매뉴얼에 따라 근거 수준과 권고

질병예방서비스권고 영역은 총 14개로 흡연예방ㆍ금연, 절

등급을 평가하였다.(2)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의 근거 수

주, 신체활동, 영양,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

준은 연구 설계와 비뚤림 위험, 이질성, 비직접성, 비정밀성, 출

색증, 뇌졸중, 만성콩팥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손상 관련

판 비뚤림 여부에 따라 특정 중재의 효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Table 1. The level of evidence of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ance.
Level of Evidence
High
Moderate
Low
Very low

Description
There is very high confidence that the estimated effect from the evidence will be similar to the actual effect.
There is moderate confidence that the estimated effect from the evidence will be similar to the actual effect.
There is low confidence that the estimated effect from the evidence will be similar to the actual effect.
There is very little confidence that the estimated effect from the evidence will be similar to the actual effect.

Table 2. The grades of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ance.
Grade

Recommendation

A

Strong for recommendation

B
D
I

Weak for recommendation
Against recommendation
Insufficient

Definition
The KPSTF strongly recommends the service 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evidence, the large effect size,
and other factors*.
The KPSTF weakly recommends the service considering the level of evidence, effect size, and other factors.
The KPSTF recommends against the service considering the level of evidence, effect size, and other factors.
The level of evidence for the service is so low that the KPSTF cannot decide whether to recommend it until
further research evidence is accumulated.

*Importance, values and preferences, resources, health equity, and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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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Findings for recommendations of relapse prevention program.
Population

Smokers who already quit smoking on their own, or who forcibly quit because of pregnancy/hospitalization, or who
successfully quit by participating the program
Behavioral intervention

Recommendation*
RR (95% CI)
Balance of Benefits and Harms

Other Relevant Recommendations

Pharmacotherapy

Grade: D recommendation
Evidence level: High
1.02 (0.98 to 1.07)
The KPSTF concludes that the no net benefit or harms
reported.
It is the same as the previously published ENSP smoking
cessation guidelines.

Grade: B recommendation
Evidence level: High
1.15 (1.05 to 1.26)
There were five studies reported side effect on
pharmacotherapy for relapse prevention but the KPSTF
concludes tha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he ENSP also recommended the use of varenicline to
prevent re-smoking rather than bupropion or NRT.

CI, confidence interval; ENSP, European Smoking Prevention Network for Smoking and Tobacco Prevention; KPSTF, Korea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NRT,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RR, relative risk.

의미하며 총 4단계(높음, 중등도, 낮음, 매우 낮음)로 평가한다

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재흡연 예방효과를 확인하지 못하

(표 2). 권고등급은 결정한 근거수준과 효과 크기 평가 결과를 고

였으나(RR [95% CI]: 1.02 [0.98, 1.07], I 2=21.81%), 약물요

려하여 강한 권고(A), 약한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

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유의한 재흡연 예방효과를 확인할

류(I) 4등급으로 구분된다(표 1).

수 있었다(1.15 [1.05, 1.26], I 2=40.71%) (표 3).

이후 금연 및 방법론 전문가 9인과 함께 효과의 크기 평가(이

KPSTF는 한국의 금연사업 현장에서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

득과 손실의 균형 평가)를 통해 최초 권고 등급을 결정하고, 나머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기에 근

지 5가지 요소(문제의 중요도, 자원 이용, 실행 가능성, 건강형평

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유럽 흡

성, 가치 및 선호의 신뢰도)에 대해 패널 간 토론과 수정 델파이

연예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Smoking and Tobacco

방식으로 권고 등급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평가하여 최종 권고

Prevention, ENSP)의 금연가이드라인과 동일하였다.

등급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 프로토콜, 근거 평가 결과, 권고안
등 일련의 과정은 질병예방서비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KPSTF는 금연성공자에게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나, 효과 크기가 크지 않아
서 약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흡연 예방을 위한 전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재흡연을

체 약물 제공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약물의 유형에 따라 금연

예방하기 위해 「행동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지

성공률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바레니클린을 사용한 프로그

않는다.

램과 금연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 금연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았

[권고 등급: D, 근거수준 : 높음]

다.
문헌고찰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국외 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재흡연을

문에 국내 보건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결과가 동일하지 않

예방하기 위해 「약물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나,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동요법을 통한 재흡연 예방효과와

그 강도는 약하다.

약물요법 중 특히 바레니클린의 효과에 대해 향후 국내 연구를

[권고 등급: B, 근거수준 : 높음]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 체계적 문
헌고찰을 통해 44편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를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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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

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금연성공자로 정의하였다.(14) 본 권고문
은 기존 문헌을 리뷰한 결과이므로 기존 문헌의 금연성공자 기

1. 중요성

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스스로 노력으로 금연했거나, 임신 또

전 세계적으로 흡연은 주요 사망 원인 질환의 대부분에 기여

는 입원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한 경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

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약 절반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해 사망

여 금연한 경우 모두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

한다.(4)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직ㆍ

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간접적 흡연으로 약 800만명이 사망하며,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
쇄성폐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및 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고 있
다.(5-8) 이로 인하여 흡연으로 인한 전세계적 질병 부담도 증가
하고 있다.(9)

2. 중재의 이익
행동요법(Behavioral Therapy): KPSTF는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이 금연

2010년 이후로 한국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

율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근거수준: 높

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분율은 2010년 이후 지

음).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단상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52.7%로 나타났다.(10) 유럽 흡

담, 전화 상담, 자조매체 등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면 또는 비대

연예방 네트워크(ENSP)에 따르면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면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않고 스스로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도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패

약물요법(Pharmacotherapy): KPSTF는 금연성공자를 대

턴을 보였다.(3) 흡연자 중 절반 이상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금연

상으로 하는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이 금연율

시도가 성공적인 금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흡연자

을 높인다는 근거를 확인했다(근거수준: 높음). 약물요법을 적용

들이 금연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니코틴 금단 증상으로,

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은 재흡연 예방을 위해 니코틴 대체제

이로 인한 잦은 재발 때문에 금연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패치, 껌, 사탕),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을 사용한 프로그램

번의 금연 시도가 필요하다.(11,12) 재흡연으로 인하여 금연의

으로 정의한다.

성공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감소한다.(13) 특별한 도
움 없이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 1년 후 금연 유지율은 10% 미만

3. 중재의 위해

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약물요법 등이 금연기간을 늘리는 것은

행동요법(Behavioral Therapy):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14) 금연을 위한 다양한 행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의 위험성을 보고한 자

동요법과 약물치료가 금연기간을 늘리고 금연 성공을 지속시킬

료는 찾을 수 없었다.

수 있다.

약물요법(Pharmacotherapy):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약

금연 성공과 재흡연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제시되지

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총 5편의 문헌에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금연 시도 단계 또는 금연 성공 이후 다시

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보고하였으나 프로그램 참여군에서 대

흡연하는 것을 모두 ‘재흡연’이라고 정의한다.(3) 금연한 이후 재

조군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흡연 하지 않도록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재는

약물요법으로 사용된 약물은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니코

대부분 약물요법이지만 일부 행동요법도 금연유지에 도움이 된

틴 대체제였으며 보고된 부작용은 메스꺼움, 두통, 우울감 등이

다는 보고가 있었다.(15) 이들 연구에서는 재흡연 예방을 위한

었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KPSTF는 재흡연예방프로그

행동요법으로 자조매체, 전화 상담, 개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램으로 사용된 약물요법이 금연성공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로

제공하였고, 금연을 위한 행동요법에 비해 중재의 강도가 비교

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적 낮았다.
재흡연 예방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금연성공자에 대해서도 일

4.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평가

관된 정의가 필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이나 각 연구마다 상이하며

행동요법(Behavioral Therapy): KPSTF는 금연성공자를

금연성공자에 대한 일관된 단일 기준은 없었다. 최근 미국 보건

대상으로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에서 예상되

총감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s)는 금연을 시작한지 6

는 이익과 이해의 균형을 평가했을 때 순이익이 없거나 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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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3. 행동요법 적용 시 고려

약물요법(Pharmacotherapy): KPSTF는 금연성공자를 대

본 연구결과 재흡연 예방을 위한 행동요법은 권고하지 않았지

상으로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에서 이익과 이

만 이를 임상에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 본 권고사항은 담

해의 균형을 평가했을 때 순이익이 있지만 그 크기가 작은 것으

배를 끊은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치료 목적의 행동요법과는 구분해야
한다.

임상적 고려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의 행동요법에 포함된 중재 유형은 대면
상담, 자조매체, 전화 상담 등으로,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대상자

1. 재흡연 예방에 대한 중재요법 적용 시 고려

에게 시행되었다. 중재 유형과 강도가 연구별로 상이하여 다양

재흡연 예방은 이미 금연에 성공했거나 금연을 지속적으로 시

한 하위군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하게 효과적인 특정 행동

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중재법이다. 미국 공중보건국

요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각각의 중재 유형별 연구의 수가 많지

(Public Health Service)의 담배 사용 및 의존 치료에 관한 임

않기 때문에 특정 행동요법의 재흡연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평가

상 가이드라인에서는 재흡연 예방을 위한 중재를 권고하지 않는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따라 이를 근거로 결과가 달

다. 반면 유럽 흡연예방네트워크(ENSP)의 금연 가이드라인의

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우 재흡연 예방을 위한 행동요법은 부족한 근거로 권고하지
않고, 부프로피온을 제외한 바레니클린 및 니코틴 대체제 등의

향후 연구 필요성

지속 사용은 재흡연 예방을 위해 권고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
도 약물요법의 재흡연 예방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행동요법은 효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의 행동요법에 포함된 중재 유형에 따라

과를 입증하기에 기존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기존 가이드라

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유형별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인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재흡연 예방 목적의 행동요법은

중재유형별 연구가 많아지면 특정 행동요법 별 재흡연 예방효과

권고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해 약물요법 사용은 고려할 수 있다.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헌고찰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국외 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의 약물요법에서 바레니클린의 재흡연

문에 실제 국내 보건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효과가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1-2개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

있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재흡연 예방

였기 때문에 바레니클린의 재흡연 예방효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에 대한 요법, 특히 약물요법의 효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연구

근거를 위해서 향후 충분한 대상자 수와 추적기간을 가진 연구

가 필요하다.

가 필요하다.
복합 프로그램(행동 및 약물치료)은 단독 약물치료보다 금연

2. 약물요법 적용 시 고려

에 효과적이라고 기존 문헌에서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연유지율의 경우 Tonstad 등의 연구에서는 바레니클린 투

재흡연 예방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3) 그러나 복합

여 52주 후 금연성공자의 60%가 금연을 유지하였고,(16)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연구의 수가 적고, 모두 니코틴 대체제를

Convey 등의 연구에서는 부프로피온군의 45%, 니코틴 대체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복합 프로그램이 재흡연 예방에 효과적이지

군의 54%가 24주 후 금연을 유지하였다. 약제 유형에 따른 하위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복합 프로그램의 재흡연 예

군 분석에서는 약제에 따른 차이를 보여 모든 약제에서 재흡연

방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17) 하위군 분석에서 바레니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에서 성공적인 금연기간을 6개월이라

클린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었으나 그 외 약제들의 개별 효과

고 정의한 바 있다.(5) 그러나 6개월 이상의 금연자를 대상으로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부프로피온/니코틴 대체제를 이용한 하위

한 기존 연구 수가 적고 일관적인 정의도 없어 본 권고에서는 최

군보다 바레니클린를 이용한 하위군에서 지속적인 금연유지율

소 24시간 이상 금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6개월 이상의

이 유의하게 높았다(부프로피온 1.05 vs 니코틴 제재 1.19 vs 바

금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레니클린 1.23, P=0.05).

새로운 권고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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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지

찰

침은 많지 않다. 2015년 미국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USPSTF)
KPSTF는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신속

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면담을 통한 행동요법을 권고하였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18)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

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22) 유럽 흡연

을 통해 1편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선정하였으며 선택된

예방네트워크(ENSP)의 금연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요법 중 니

Livingstone-Banks 등의 논문에서 포함된 81개의 무작위배

코틴 대체요법과 바레니클린의 재흡연 예방효과를 둘 다 제시하

정 비교임상시험연구 중 KPSTF의 금연성공자 기준을 고려하여

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니코틴 대체재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48편을 추출하였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거

부족하였다.(3) 본 근거 평가 결과를 통해 재흡연 예방을 위한 연

나 결과를 추출하기 어려운 4편을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 44편을

구가 충분치 않으며 특히 국내 연구 자료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분석하였다.(13,15,19)

있었다.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
그램은 36편의 문헌을 통해 총 38개의 행동요법 중재의 효과를

결

론

합성한 결과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R [95% CI]: 1.02 [0.98. 1.07],
2

I =21.81%).(19)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금연성공자 대상 재흡연 예방을 위
한 행동요법에 대하여 KPSTF 권고개발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연구 대상자 특성(임산부, 입원환자 등), 지역, 중재 유형, 중재

근거를 평가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재흡연예

강도 등 다양한 하위군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하게 차이를

방프로그램의 제공을 권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권고등급 D,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는 Agboola 등이 단기, 중기, 장기로 기

근거수준: 높음(High)]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간을 나누어 평가한 결과 중기와 장기에서 교육자료, 단기에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금연성공자 대상 재흡연 예방을 위

그룹상담의 재흡연 예방효과를 확인했던 결과와 차이가 있었지

한 약물요법에 대하여 KPSTF 권고개발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만 Hajek 등과 Livingstone 등의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와는 일

근거를 평가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재흡연예

치하였다.(15,20,21) 관련 근거를 종합한 결과, 재흡연 예방을

방프로그램의 제공을 약하게 권고[권고등급 B, 근거수준: 높음

위해 행동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기에 근거가 부족했다.

(High)]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국외 연구만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국

향후 충분한 대상자 수와 추적기간을 가지고 국내 금연성공자

내 연구를 통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재흡연 예방을

를 대상으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국내 연구

위해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국가 금연사업에

가 필요하다.

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프로그램 이용 후 추후 관리를
위해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를 흔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의 글

중재법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

사업 근거평가센터 운영 지원」 (과제 번호: B008011400150)

그램에 대한 문헌은 총 10편이었고, 그 중 2편은 서로 다른

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본 권고

약물요법 중재군 다수가 포함되었다. 총 17개의 약물요법 중재

를 개발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본 권고는 질병관리청

군의 효과를 합성한 결과 위약을 사용한 대조군과 비교해서 약

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과제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을 해

물요법을 사용한 중재군의 금연 성공률이 15% 높은 것으로 나

주신 송금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타났다(1.15 [1.05, 1.26], I =40.71%).(19) 최종 분석에서 리
모나반트(Rimonabant) 연구를 제외한 것 이외에는 Livingstone-

요

약

Bank 등의 연구와 동일하였다.(15)
재흡연 예방을 위한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에 대한 연구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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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ㆍ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평가와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방법: 질병예방서비스권고 개발을 위해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Korea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KPSTF) 근거평가
센터는 재흡연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
하여 근거평가를 수행하였다. 이후 KPSTF 권고개발 매뉴얼에

4.

5.

따라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였다. 수정델파이 방법
(Delphi Method)을 사용하여 9인의 금연 및 방법론 전문가와
함께 5가지 평가요소(효과의 크기, 문제의 우선순위, 비용, 실행
가능성, 건강형평성, 가치와 선호의 신뢰도) 평가하여 권고 등급
을 결정하였다.

6.

결과: 관련 근거를 종합하여,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금연성
공자에게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권고등급: D, 근거수준: 높음). 관련 근거

7.

를 종합하여,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금연성공자에게 약물요
법을 적용한 재흡연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나, 그
강도는 약하다(권고등급: B, 근거수준: 높음).

8.

결론: 그러나 이 권고안은 국외 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실
제 국내 보건사업 현장에서도 행동요법이 재흡연 예방에 효과적
이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예
방프로그램에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그 효과 크기가 크

9.

지 않았으며 포함된 연구 수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대상
자 수와 추적 기간을 가지고 국내 연구를 통한 근거 축적이 필요
하다.

10.
11.

중심단어: 행동요법; 약물요법; 재흡연; 금연; 권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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