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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KPSTF) Guidance on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smoking cessation among adolescents.
Methods: To develop the KPSTF guidance, the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 of the KPSTF
conducted an evidence evaluation via a rapid systematic review on the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smoking cessation in adolescents. Thereafter, the evidence level and
recommendation grade were evaluated as per the KPSTF Manual for Public Health Guidance.
We selected nine experts of smoking cessation and methodology achieved consensus of the
recommendation grade by evaluating effect size, priority, resources, feasibility, health equity,
and reliability of values and preferences using a modified Delphi Method.
Results: This guidance is applicable for adolescents aged ＜20 y who smoke.
Conclusion: The KPSTF recommends providing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to
smoking adolescents age ＜20 y; however, the intensity is weak (Recommendation grade: B,
evidence level: moderate). The KPSTF confirmed the clinical effects of behavioral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s in adolescents. However, the effect size was not large (Risk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1.30 [1.20-1.41], I2=26.46%); therefore, we decided to provide the
recommendation on a weekly basis. This recommendation was developed as per data on
foreign populations; therefore, when applied to the domestic health environment, the results
may vary. In the future, randomized comparative clinical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youth smoking cess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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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및 질병예방서비스권고 안내
(Introduction of the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nd The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ance)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련된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권고 초안을 마련하고, 마
지막 단계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질병예방
서비스권고의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은 표 1, 2와 같다.

권고와근거에대한요약(Summary of Recommendation
and Evidence)

Force, KPSTF)는 지역사회 보건, 임상, 연구방법론, 헬스커뮤
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로, 질병

질병예방서비스권고 개발을 위해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근

예방서비스권고(KPSTF Guidance)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사

거평가센터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 체계적 문헌고

업 담당자 또는 관련 의사결정자가 프로그램 기획 시 필요한 과

찰을 통하여 근거평가를 수행하였다. 이후 KPSTF 권고개발 매

학적 근거를 지원하고 있다.(1)

뉴얼에 따라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였다.(2) 근거수준

질병예방서비스권고의 영역은 흡연예방ㆍ금연, 절주, 신체활

은 연구설계와 비뚤림 위험, 이질성, 비직접성, 비정밀성, 출판

동, 영양,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 뇌졸

비뚤림 여부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후 9인의 금연 및 방법론 전

중, 만성콩팥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손상 관련 지역사회 보

문가와 함께 수정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으로 효과의 크

건의료 프로그램으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2020년-2022

기, 문제의 우선순위, 비용, 실행가능성, 건강형평성, 가치와 선

년까지 흡연예방ㆍ금연 프로그램 관련 권고를 개발하기로 의결

호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권고 등급을 도출하였다. 권고 개발을

하였다(2019년 3월).

위한 일련의 과정 중 문헌고찰 프로토콜, 근거평가 결과, 권고안

질병예방서비스권고는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 개발된다. 구

은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체적으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가 ‘권고 영역’과 ‘권고 주제’를
선정하면, 근거평가센터(Evidence-based Practice Center)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20세 미만 흡연 청소년에게 「청소

는 해당 주제(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체

년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나 그 강도는 약하다.

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다.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

[권고 등급: B, 근거수준: 중등도]

성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안전성, 프로그램 시행과 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20세 미만

Table 1. The grades of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ance.
Grade

Recommendation

Definition

A
B
D
I

Strong for recommendation
Weak for recommendation
Against recommendation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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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level of evidence of 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ance.
Level of Evidence
High
Moderate
Low
Very lo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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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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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Findings for guidance of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Population
Recommendation*
RR (95% CI)
Balance of Benefits and Harms
Other Relevant Recommendations

Smoking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20
Grade: B recommendation
Evidence level: Moderate
1.30 (1.20 to 1.41)
The KPSTF concludes that no harms reported
ENSP recommendations to people under the age of 18
ㆍDoctors are recommended to question all young patients under the age of 18 about tobacco consumption and to
transmit clear messages about the importance of abstaining from smoking (level of evidence: low)
ㆍCounseling proved to be an effective smoking cessation method for teenagers (level of evidence: moderate)
ㆍPassive smoking is harmful to children and teenagers.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provided within pediatric services
proved efficient in increasing tobacco abstinence ratios in smoking parents. For this reason,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against passive smoking, we recommend clinicians to evaluate parents’ smoking and to provide them with advice and
assistance for quitting tobacco consumption (level of evidence moderate)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RR, relative risk; KPSTF, Korea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ENSP, European Network for Smoking and Tobacco Prevention.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및 집단 상담, 교육, 가족ㆍ학교ㆍ

이론적 근거(Rationale)

지역사회 복합 프로그램, 테크놀로지 기반 프로그램 등 모든 비
약물적 금연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1. 중요성(Importance)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32개의

한국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2019년 기준 남자 청소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9.3%, 여자 청소년 3.8%이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1년 이후

RCTs)를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적관찰 6개월 시점에서 중

로 흡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최근 3년 동안 거

재군의 금연성공율이 대조군에 비해 30% 더 높았다(RR [95%

의 변화가 없는 양상이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16년까지 지속

2

CI]: 1.30 [1.20, 1.41], I =26.46%) (표 3). 32개의 RCT 중 추

해서 감소하다 최근 3년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3)

적관찰 4주 시점의 금연성공율을 제시한 13개 문헌의 메타분석

2008-2018년 동안 177개국의 청소년 흡연에 관해 조사한

에서 중재군의 금연성공율도 대조군보다 더 높았다 (RR [95% CI]: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3-15세의 약 2,400만

2

1.92 [1.49, 2.47], I =0.00%).
KPSTF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

명의 청소년(남 1,700만 명, 여 700만 명)이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이는 평균 6.5% (남 9%, 여 4%)에 해당한다.(4)

으나, 그 효과 크기가 크지 않아 약하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소년의 흡연은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체이고, 감정을

문헌고찰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국외 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

표출하는 수단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미 흡연을 시작한

에 실제 국내 보건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그 결과가 동일하

청소년은 니코틴 의존성과 더불어 이러한 부가적인 이유로 금연

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구가 수행된 국가나 보건

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의료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비슷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의 청소년을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지

위한 금연 프로그램은 별도로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은

역사회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적절히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금연

부모의 흡연, 저소득 등의 외부요인, 낮은 자존감, 반항적인 성향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의료기

등의 개인 요인, 거절능력 결여와 같은 기술 요인, 담배에 대한

관, 테크놀로지 등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는 것을

호기심과 긍정적인 생각 등의 태도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

고려할 수 있다.

으므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6) 청소년기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고려할 때, 청
소년 금연사업은 국가보건사업의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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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의 이익(Benefits of Interventions)

중재완료 시점과 추적관찰 시점 간 기간이 1개월 미만 하위군

KPSTF는 20세 미만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요법

은 1개월 이상 하위군에 비해 금연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을 적용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금연율을 높인다는 근거를

(1.75 vs 1.26, P=0.03). 그러나 중재완료와 추적관찰 사이 기간

발견했으며 근거수준은 중등도이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개

을 2개월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하위군간 차이가 없었다

인 및 집단 상담, 교육, 가족ㆍ학교ㆍ지역사회 복합 프로그램, 테

(P=0.90). 따라서 중재완료와 추적관찰 사이 기간이 1개월 미만

크놀로지 기반 프로그램 등 모든 비약물적 금연 프로그램이 포

일 때 청소년 금연 행동요법이 더 효과적이라 추론할 수 있다. 대

함된다.

부분의 흡연자는 담배를 완전히 끊을 때까지 실패와 성공을 반
복하며 평균 6회 이상의 금연을 시도한다.(9) 청소년도 예외는

3. 중재의 위해(Harms of Interventions)
20세 미만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요법을 적용한 청소
년 금연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보고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아니므로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금연을 하더라도 또래의 압력,
정서적 불안정, 양가감정 경향으로 인해 다시 담배를 피울 가능
성이 더 높다. 따라서 금연 중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흡연 예
방을 위한 추가 중재도 고려해야 한다.

4.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평가(KPSTF Assessment)

문헌고찰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국외 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

KPSTF는 20세 미만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요법

문에 실제 국내 보건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그 결과가 동일

을 적용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이익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

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구가 수행된 국가나 보

했을 때 순이익이 있지만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건의료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임상적 고려(Clinical Considerations)

지역사회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적절히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금
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의료

1. 행동요법 적용 시 고려(Implementation Considerations
of Behavioral Interventions)

기관, 테크놀로지 등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10)

근거평가의 하위군 분석에서 의료기관을 포함한 하위군은 의
료기관을 포함하지 않은 하위군보다 금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2. 약물요법(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하게 높았다(1.78 vs 1.27, P=0.03). 의료기관을 포함한 Hollis

국내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 약물 및 니코틴 대체제 사

et al.의 연구는 금연 중재 시 1차 임상 진료의가 클리닉을 방문

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KPSTF권고 개발을 위한 근거

한 청소년에게 금연과 관련하여 간단한 조언을 하였다. 이후 금

평가 시 약물요법은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 공중보건국(Public

연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한 멀

Health Service)의 담배 사용 및 의존치료에 관한 임상 가이드

티미디어 컴퓨터 금연 프로그램과 동기강화상담이 제공되었

라인은 청소년에게 상담 중재는 권고하지만 금연 약물요법은 권

다.(7) USPSTF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1차

고하지 않는다.

임상 진료의가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또
는 간단한 상담을 포함한 중재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였다.(8) 또

향후 연구 필요성(Research Needs)

한, USPSTF는 현재까지의 근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1차 진료
의 이득과 위해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결론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가 다수 있

지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

었지만,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적관찰기간이

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청소년 대상 금연 행동요법은 더 효과적

충분하지 않아 문헌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다.(11,12) 따라서

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설계할

향후 국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RCTs를 통

때 학교, 부모,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용가능한

한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에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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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는 문자 메시지 및 웹기반 프로
그램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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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본

코틴 대체 요법 3건, RR [95% CI]:1.11 [0.48-2.58]; 부프로피

근거평가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뚜렷한 효과

온 1건, RR [95% CI]:1.49 [0.55-4.02]). 또한, 약물요법과 관련

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향후 관련 국내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

하여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었지만 대부분 경미하였고, 행동요법

그 효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 관련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흡연 청소년 대상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를

본 근거평가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 금연 행동요법과 관련된

개발하였지만,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

다른 권고와 일치하지만, 일부 권고와는 다른 점도 있다. 2008년

로 한 흡연의 예방적 활동 또한 중요하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미국 가이드 라인에서 상담 중재는 일상적인 치료나 치료를 받

(CDC)는 흡연과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 않는 상황과 비교할 때 장기 금연율이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

7가지 권고를 하였다.(14) 따라서, 향후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났다.(9) 그러나 2013년 USPSTF 권고에 따르면, 추출된 7건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예방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문헌에 대한 6-12개월 추적관찰 메타분석에서 금연 효과가 중
재군에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작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찰

다. Peirson L 등의 SR 메타 분석에 따르면 중재군 참가자는 대
조군에 비해 중재 종료 시 금연을 보고 할 가능성이 34% 더 높았

청소년 금연 행동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신속 체계적

다.(18) CTFPHC (Canadian Task Force on Preventive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했다.(15) 검토 범위는 20세 미만 청소년

Health Care) 또한 청소년 흡연을 치료하기 위해 1차 진료기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비약물적 금연 중재로 하였고, 중

방문 중에 금연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였

재 시작부터 결과 평가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한 연구를

다.(19) ENSP (European Network for Smoking and Tobacco

포함하였다. 대상자에서 임신한 청소년은 제외하였고, 대중 매

Prevention)는 상담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금연 중재 방법

체 캠페인과 정책 수준의 중재는 배제하였다. 통상적 관리를 받

이라 결론지었다.(20) 2020년 USPSTF 권고에 따르면 현재까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중재군의 임상적 효과를 메타분석 결과

지의 근거는 취학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1차 진료의 이득과

최소 6개월 이상 추적관찰에서 중재군의 금연율이 대조군에 비

위해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8)

해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R [95% CI]: 1.30 [1.20,
1.41], I 2=26.46%). 또한 다양한 유형의 행동요법에 따른 차이

결

론

가 없었다.(16)
최종 선택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인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행동요법에 대하여

Fanshawe TR 등의 연구는 그룹 상담(RR 1.35, 95% CI

KPSTF 권고개발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근거를 평가하였으며,

1.03-1.77)에 대한 중재 효과의 근거를 찾았지만, 개별 상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기관에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제공을

(RR 1.07, 95% CI 0.83-1.39), 혼합 방법(RR 1.26, 95% CI

약하게 권고(권고등급 B, 근거수준:중등도[Moderate])하는 것

0.95-1.66), 컴퓨터 또는 문자 중재(RR 0.79-1.18)에 대한 중

으로 결정하였다.

재 효과의 근거는 찾지 못했다. 하위군 분석으로 연구 국가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 가정,

(P=0.53), 적용이론(P=0.53), 중재강도(P=0.09), 상담유형(P=0.82),

의료기관, 지역사회, 테크놀로지 등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생화학적 확인 또는 자가보고(P=0.15), 대면 또는 비대면

을 잘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청소년 금연

(P=0.27)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7) 본 검토에서는 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

종 선택된 Fanshawe TR 등의 SR에 포함되었던 41건의 연구

험연구를 통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

중 10건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약물요
법[n=4], 결과의 미보고[n=2], 결과 불일치[n=2], 언어 부적합

감사의 글

[n=1], 부적합한 비교 집단[n=1]). 본 검토에 포함되지 않았던 4
건의 약물요법에 대한 금연 효과는 신뢰구간(confidence in-

본 연구는 2020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terval)이 넓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니

사업 근거평가센터 운영 지원」 (과제 번호: B0080114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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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본 권고
를 개발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본 권고는 질병관리청
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과제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송금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요

약

연구배경: 20세 미만의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요법을 적
용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질병예방서비스권고를 개발
하고자 한다.
방법: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Kore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KPSTF) 근거평가센터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근거평가를 수행하였다.
이후 KPSTF 권고개발 매뉴얼에 따라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였다. 9인의 금연 및 방법론 전문가와 함께 수정 델파이방
법(Delphi Method)으로 효과크기, 문제의 우선순위, 비용, 실
행가능성, 건강형평성, 가치와 선호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권고
등급을 도출하였다.
결과: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20세 미만 흡연 청소년에게 「청
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나 그 강도는 약하
다(권고 등급: B, 근거수준: 중등도). KPSTF는 청소년 금연 프로
그램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그 효과 크기가 크지 않아
(RR [95% CI]: 1.30 [1.20, 1.41], I 2=26.46%) 약하게 권고하기
로 결정하였다.
결론: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 가
정, 의료기관, 지역사회, 테크놀로지 등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무작위배정 비교임
상시험연구를 통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청소년; 행동요법; 금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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