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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률과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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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

금연성공률(35.4%)을 보였다. 반면에, 12개월 후 성공률은 6

고의 흡연율을 자랑하고 있다. 수 년 전에는 성인의 흡연율은

개월보다 오히려 약간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른 논문에서

약간 감소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다시 흡연

는 12개월 후의 금연 성공률은 대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

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청소년 흡연율도 지속적인 문제

이 많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약간 더 증가한 것이 특

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성인의 거의 절반 수준에서 흡연을 하

징이다. 또한, 금연성공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1일 평균흡

고 있는 셈이고, 담배 때문에 생기는 의학적인 문제는 이루 말

연량, Vareniclin 복용기간, 방문 동기 등이 의미 있는 관계를 보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변변한 금연보조제가 없다

였다. 즉, 약제를 중단할 부작용이 없다면 Vareniclin 처방을 주

가 2007년경에 우리나라에 들어 온 Vareniclin은 금연을 결심하

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셈이

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기존의 패치 제제로 금

다. 이 연구에서 또 주목할 내용은 자가결심으로 방문한 사람

연 실행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금연성공률을 보였고 우

에게 약제를 투여한 것보다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Vareniclin을

울증 약으로 사용되다 금연보조제로 쓰인 Bupropion보다도 더

복용하여 금연을 할 경우 금연성공률이 무로 4.5배가 더 높다

1)

나은 효과를 보였다. Vareniclin은 약물 복용은 3개월 정도로

는 것이다. 즉, 일차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볼 때나 건강검진센

권장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상황에 맞게 약간씩 조절하고 있

터에서 질병이 없는 사람과 상담을 할 때나 언제나 금연을 권

는 실정이다. 실제로 3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에 금연을 한 경

유하고 약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약제를 처방하는 것

우도 있고, Vareniclin을 복용할 때보다 자기 의지로 금연을 한

이 훨씬 효과가 있는 금연 치료법인 것이다. 또, 단기간에 금연

경우도 간혹 있다. 그렇지만, Varenilin의 약제 부작용은 보고된

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일단은 1일 평균 흡연량을 줄

것보다 흔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우울증

이는 데 초점을 맞춘 후, 점차적인 목표를 세우고 약제를 투여

발생 및 사망 충동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은 실제로 거의 없는 실

해 가면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흡연하는

정이며 위장 장애 등의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

것을 단순히 하나의 나쁜 생활습관으로 치부하는 것은 장래

분이다. 따라서, 금연을 결심한 상태의 환자들에게 Vareniclin

의 더 큰 심혈관 위험인자 및 암 발생에 대한 요인을 간과하는

을 처방하는 것은 금연을 도와주는 것 외에 향후 더 큰 위험인

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흡연 평가 및 금연 결심 단계 확인 후

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2011년 2월 호에

적절한 금연 요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게재되는 논문 중, 송빛누니 등이 쓴 ‘진료실에서 Vareniclin을

환자의 건강 및 위험인자 제거에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용한 금연성공 요인 분석’은 외래에서 Vareniclin을 흡연자에
게 처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금연을 시킬 수 있는지 단적으
로 보여주는 예이다. 물론, 130명이라는 많지 않은 대상자이어
서 그 한계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한 연구와 비슷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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