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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review clinical studies evaluating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for smoking 
cessation. It also aims to critically analyze study design of the studies and suggest strategies for future 
clinical studies on smoking cessation.

Method : Only domestic databases such as RISS, KISS, DBPIA, NDSL, and OASIS were searched from 
August to November 2011 for clinical studies on smoking cessation. There was no limitation on study 
design, period, and language. The studie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focusing on study design including 
participants, intervention, and outcome measurements.

Results : Out of 537 studies searched, 27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56% of the studies were 
observational studies, 33% were quasi-experimental studies, and 11% were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44% and 32%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ospitals, respectively. The 
average number of the participants were 182, which ranged from 15 to 1,056.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male. Intervention used were mostly auricular acupuncture,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were Lung, Shinmun, Endocrine, Pharynx & Larynx, and Inner nose. The average length of treatment 
period was four weeks, and the treatment was provided twice per week. The outcomes were measured at 
the end of the treatment and only 26% of the studies conducted follow-up measurements. 26% of the studies 
utilized questionnaires of which validity was evaluated and only 15% used objective measurements such as 
exhaled Carbon monoxide and Cotinine test.

Conclusion : Though many clinical studies on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for smoking cessation were 
conducted, there are still debates on quality of evidence. Recently, guidelines have been developed for 
clinical trials evaluating effectiveness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Thus, in the future, clinical studie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se guidelines and designed to improve valid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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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 세계 15세 이상의 

인구 중 21%가 흡연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남성의 흡

연율은 36%, 여성의 흡연율은 7%에 달한다고 한다1). 

무엇보다 흡연은 매년 6백만 명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

고,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명 중 1명의 사망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2).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가 

흡연에 기인하고 있으며, 전체 암 사망의 35%, 폐암 사

망의 89%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흡연은 거의 모든 암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 

뇌중풍,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 

다양한 종류의 만성질환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

혀졌다4-5).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커지면서 2003년 

WHO에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라는 WHO 가입국간

의 최초의 조약을 맺었고, 2005년부터는 국제법의 효

력을 발효하고 있다6).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인류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근거에 기반한 조약을 지향하고 있

으며, 주요 정책은 수요 감소 정책과 공급 감소 정책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특히 수요 감소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요 감소 정책은 담배가격 

인상 등 가격 정책과 금연구역지정,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금연홍보 및 캠페인, 금연교육 등 비가격 정책으

로 나뉘고 있다7). 금연 진료 제공은 본 협약의 핵심적

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연 진료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및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관련 진료 지침이 개발되었고8-9), 우리나라에서도 수차

례에 걸쳐 일차 의료인을 위한 금연 진료 지침이 개발

되었다10-11).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 및 서양의학의 금연 진료 지

침은 근거 기반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에 대

한 연구 및 서양의학적 중재기법의 임상적 효과 평가를 

토대로 개발되어왔다. 특히, 서양의학의 금연 진료 지

침의 경우,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금연 보조제12)와 

부프로피온(Bupropion SR), 바레니클린(Varenicline

(ChampixⓇ)) 등의 약물치료의 효과 평가 연구13-14)들

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진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의원급에서 이

뤄지는 금연 상담, 금연 치료 약품 및 금연 보조제를 

이용한 니코틴 중독의 관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

이다. 한편, 금연진료지원사업에 한방의료기관도 포함

되어 있으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한의약적 중재 기

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의약 

금연 교실 및 금연 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금연 

사업에 참여해온 역사가 길며, 여성가족부와 대한한의

사협회의 협약을 통해 한의원 중심으로 ‘흡연 청소년에 

대한 건강 상담과 금연침 무료 시술사업’을 수행해왔

다. 이처럼 국가 금연 진료 사업에 한의약이 지속적으

로 활용되면서 관련 임상 연구가 많이 이뤄져왔으나 그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한의약 금연 임상 연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한의약 금연 임상 연구에 대해 각 연

구의 설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

한, 이를 토대로 향후 한의약 금연 임상 연구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의약 금연 임상 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 엔진은 연구 목적에 

따라 국내 검색 엔진만 사용하였으며, RISS, KISS, 

DBPIA, NDSL, OASIS를 사용하였다. 검색어는 ‘금

연’, ‘흡연’, ‘담배’, ‘니코틴’과 ‘침’, ‘이침’, ‘한약’, ‘뜸’, 

‘부항’, ‘추나’, ‘기공’, ‘향기’, ‘아로마’의 조합을 사용하

여 한의약 중재와 관련된 임상연구를 포괄적으로 검색

하였다. 검색은 2015년 8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2

일까지 연구자 4명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미리 정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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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and other sources

(n = 537)
Duplicate records excluded

(n = 84)
Records screened

(n = 453)
Screened records excluded

(n = 414)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39)
Full-text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 (n = 12)
•Not clinical study (n = 5)
•Not proper intervention (n = 2)
•Not human study (n = 1)
•Systematic review (n = 2)
•Abstract (n = 1)
•Data redundancy (n = 1)

Studies included in literature review
(n = 27)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정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연구자들이 논문을 선정하

였고 이를 교차 검토하였다. 또한, 논문의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검색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선정 기

준은 금연을 위한 한의약적 처치가 중재기법으로 들어

간 사람 대상의 연구였고, 연구디자인, 기간 및 언어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단순한 전문가의 견해나 리뷰 논

문은 배제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은 연구 디자인, 연구 장소, 대상자, 

중재 기법, 결과 평가 항목 등 연구 설계의 주요 항목

에 대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평가는 금연 성

공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금연 성공률을 보고하

지 않은 논문은 결과에서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금연 

성공률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이질성 때

문에 양적 결합(메타분석)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결과

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총 53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선정기준과 배제기

준에 따라 27편의 논문15-41)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

되었다(Fig 1, Table 1).

Table 1. Studies included in the analysis(별첨)

1. 연구디자인

분석에 포함된 27편의 논문 가운데 15편의 논문(56%)

은 관찰연구였으며, 9편(33%)은 유사실험적 연구, 3편

(11%)은 무작위배정대조연구였다. 이를 대조군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14편(52%)은 단일군 연구, 13편(48%)

은 대조군이 있는 임상연구였다. 관찰연구 15편 중 14

편은 단일군 전후 비교 연구였으며, 1편은 대조군이 있

는 후향적 연구였다. 유사실험적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

군을 설정하여 전향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무

작위배정을 시행하지 않고 연구자가 임의로 배정하거

나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 같은 지역의 비슷한 인구집

단을 선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점수(Fagerstrom Test 

for Nicotinie Dependence, FTND)를 토대로 선정한 

연구들이었다.

2. 연구 장소

연구가 수행된 장소에 대해서 27편 중 25편의 논문

에서 명시하였으며, 11편의 논문(44%)은 학교에서 이

뤄진 금연 사업의 결과를 평가한 연구였으며, 8편(32%)

은 대학병원의 금연 진료의 효과 평가 연구, 3편(12%)

은 직장에서의 금연 진료의 효과 평가 연구, 3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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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upoints used in the clinical studies

Ear acupoints Frequency Body acupoints Frequency

Lung 21 LI20 2

Shinmun 21 LI4 1

Endocrine 19 GV20 1

Pharynx&Larynx 13 EX-HN3 1

Inner nose 13 Timmee 1

Trachea 9 HT7 1

Mouth 7

External nose 3

Tonsil 2

Chim 2

Liver 1

Stomach 1

Bronchi 1

Sympathetic 1

Head 1

Gal 1

Gi 1

은 지역사회에서 이뤄진 금연 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였

다. 한방병원에서 이뤄진 임상 연구 중 6편의 논문은 

한방병원 금연 진료실에 내원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1편은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고, 1편은 일개 종합병원에서 수행한 ‘5일 단기 

금연 학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이뤄진 임상연구는 2편은 보건소의 한방 

금연 진료 사업 결과 평가연구였으며, 1편은 지역사회

의 일반적인 직장인 대상 연구였다.

3.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수는 평균적으로 182명이었으며, 최소 

15명부터 최대 1,056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녀의 수를 보고

하지 않았거나(9편) 혹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9

편)을 배제한 후 9편의 논문을 분석해볼 때 63.8-94.5%

의 분포를 보여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

령대는 10대에서 70대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뤄진 연구를 제외하

면 30-50대 연령층의 대상자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

의 1일 평균 흡연량 및 흡연 기간 등 흡연 관련 특징에 

대해서 10편의 논문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에 대해 보고한 17편 중 14편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평

균 1일 평균 흡연량이 11개비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3

편은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연구로 참여한 학생들의 평

균 흡연량이 10개비 이하라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한방병원의 금연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회 이상 금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최수철 등의 연구24)에서

는 4회 이상 금연 치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4. 치료군 및 대조군의 중재

치료 중재는 23편에서는 이침 혹은 신체 부위의 경

혈에 자침하는 침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편은 아로

마 요법, 1편은 기공을 사용하였다. 치료기간은 평균 

26.3일이었으며, 가장 짧은 중재기간은 5일이었고, 가

장 긴 중재기간은 8주였다. 치료주기는 평균 주2회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자기 스스로 마사지를 수행한 2

개의 연구를 제외한 25편의 논문 중 16편의 논문에서 

주2회의 주기로 시술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다빈도 

이침 혈위 5개는 빈도순으로 폐점, 신문점, 내분비점, 

인후점, 내비점이었으며(Table 2), 혈위 선정 근거는 

대부분이 침구학 서적이었고, 기타 한의학 이론,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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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등으로 제시하였다. 자침 방법은 2000년도 

이전과 2000년도 이후에 크게 차이를 보였으며, 2000

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침 혈위에 호침 시술 후 유침

하는 침 시술법과 피내침을 매입하는 침 시술법이 병행

해서 이뤄졌고,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침 혈위에 피내침을 매입하는 침 시술법만 시행되었다.

대조군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중재기법이 활용

되었으며, 대조군이 있는 임상 연구 13편 중 10편은 이

침의 효과를 평가하였고 금연과 무관한 혈위, 침 시술 

방법(매입법), 양방치료 단독 혹은 병행이 대조군의 중

재기법으로 사용되었다. 1편의 연구에서는 금연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무치료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기도 하

였다. 아로마 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2편의 연구에서는 

모두 금연 교육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고, 기공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학생 대상 연구였기 때문에 

영어, 수학, 컴퓨터 등 금연과 무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5. 결과 평가

평가는 모든 연구에서 연구 종료 시점에 수행하였고, 

7편의 연구(26%)에서는 장기 추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추적조사 기간은 7편 중 5편의 연구에서 6개월 후 추

적 조사를 하였고, 각각 한편의 연구에서 8주, 1년 후 

추적 조사를 하였다. 평가도구는 모두 주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고, 1일 평균 흡연량, 흡연량 감소, 담배의 맛 

변화, 흡연 욕구의 변화,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기타 금

연과 관련된 정신적 증상 평가(우울증, 불안), 금연 치

료 중 경험한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등을 평가하

였다. 주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니코틴 의존도 평가

를 위한 FTND 설문지와 같이 타당도가 입증된 설문도

구를 이용한 연구는 7편(26%)이었으며, 객관적인 평가

를 수행한 연구는 4편(15%)이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는 피부 전도도, 심박동수, 뇌파 집중 

지표, 호기 중 일산화탄소량, 소변 중 코티닌 수치였다.

금연 성공률을 연구 결과로서 직접 제시했거나 계산

이 가능한 논문 19편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률을 분석해

본 결과, 금연 성공률에 큰 편차가 있었다. 5일 동안의 

중재 직후 평가한 연구에서는 68.5%의 성공률을 보고

하였고, 2주 동안의 중재 이후 평가한 5편의 연구는 

9.7-43%의 금연 성공률을, 3주 동안의 중재 이후 평

가한 2편의 연구에서는 각각 12%와 50%의 금연 성공

률을, 4주 동안의 중재 이후 평가한 8편의 연구에서는 

0.6-61.6%의 금연 성공률을, 6주-8주 동안의 중재 

이후 평가한 3편의 연구에서는 7.5-73.2%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6개월 시점의 추적조사에서는 대부분 금

연 성공률이 1.3-20%로 저하되었고, 1년 시점에서는 

22.4%로 보고되고 있었다. 

침 시술과 관련된 부수증상 혹은 부작용으로 보고된 

증상으로는 구역감, 두통, 귀 부위 통증, 현훈, 식욕항

진 혹은 저하,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불안 등이 있었다. 

IV. 고 찰

한의약 금연 진료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의 금연 

진료, 보건소의 한방 진료 사업, 학교에서의 한의약 금

연 사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

되어왔다. 특히 2001년 보건소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

으로 보건소의 한방 진료 사업이 확산되었고42), 여성가

족부의 지원으로 ‘흡연 청소년에 대한 건강 상담과 금

연침 무료 시술사업’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한의약 

금연 진료가 활성화되었다43). 본 연구에 포함된 27편

의 논문에서도 2000년을 기준으로 연구 디자인, 연구 

기관 등에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이전의 10편의 논문 중 7편의 연구는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금연 진료실 결과를 평가하는 연

구들이었으며, 단일 환자군의 진료 전후의 변화를 비교

하는 연구들이었다. 한편, 2000년 이후의 연구들은 학

교 및 보건소에서 이뤄진 금연진료의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었으며, 한방병원에서 이뤄진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또한, 연구 디자인도 17편 중 5편의 논문만 단

일군 전후 비교 연구였으며, 12편의 연구는 무작위배정

대조군연구 및 유사 실험적 연구 디자인을 사용하여 대

조군이 있는 연구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보였다. 즉, 

학교 및 보건소 단위에서 금연 사업을 수행하면서 단순 

관찰보다는 ‘효과 평가’라는 실험적 목적을 가지고 유사 

실험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이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27편의 연구 중 24편의 연구는 관

찰연구 혹은 유사 실험적 연구였기 때문에 당시의 임상 

실제를 잘 반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연구의 설계를 

분석함으로써 한의약 금연 진료의 수요층, 중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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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향후 연구 설계에 있어서 시사

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7편의 연구 중 11편이 학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연구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학

교에서 한의약 금연 진료가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청소년은 금연 보조제 및 금연치료제의 금기 

대상이기 때문에44) 청소년 금연 사업에서는 상담 및 행

동 요법 외에 한의약 진료가 유일하게 적용 가능한 진

료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에서 이뤄

진 금연 사업 외에 한의약 금연 진료를 찾아온 환자군

의 연령층은 30-5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

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

었다. 연구 참여자의 흡연 관련 특징은 이에 대해 보고

하지 않은 논문이 많아서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대체

로 하루 평균 흡연량이 11개비 이상인 사람들이 많았

다. 따라서 향후 한의약 금연 사업 및 연구를 기획할 

때 이러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특히 청소년층은 서양의학의 중재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한의약 중재 기법을 적극적으

로 활용해야 할 주요 수요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재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침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혈위는 폐점(肺點), 신문점(神門點), 내분비

점(內分泌點), 인후점(咽喉點), 내비점(內鼻點) 5개의 

혈위를 중심으로 가감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최근

에 개발된 한의약 금연 진료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면,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발한 「금연침 시술 및 

환자 상담 가이드라인」45)에서는 위의 5개의 혈위에 기

관점(氣管點)과 구점(口點)을 더하여 7개의 혈위를 제

시하였고, 2015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

행한 「의료인 교육 금연진료⋅상담 표준 교안」46)에서는 

동일한 5개의 혈위에 구점(口點)만 추가하였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즉, 지금까지 임상연구에서 다빈도로 

활용되어 온 이침 혈위들과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의약 

금연 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혈위

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기존의 임상 연구에서는 

이침 외에 다른 한의약 치료법을 활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신체부위의 혈위를 활용한 임상연구는 총 27

편 중 3편이었고, 한약, 뜸, 부항, 추나 등을 활용한 임

상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다만, 아로마요법을 활용한 

3편의 논문 중 1편은 한약으로 만든 금연초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였고, 기공을 활용한 연구가 1편 있었을 뿐

이다. 따라서 향후 한의약 금연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치료 기간은 주로 4주 동안 이뤄졌으며, 금연 시작

일로부터 초기 4주까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한 

논문21)도 있었다.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4회 이상의 금

연진료를 받아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하였으며15,17), 

치료 횟수가 증가할수록 치료효과가 증가함을 보여주

는 연구37)도 있었다. 치료는 평균 주2회의 주기로 제공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연구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금단증상이 최고조로 달하는 기간이 첫 몇 주이

고, 3-4주 이내에 감정적인 증상이 소실된다고 평가되

고 있기 때문에11) 금연 시작일로부터 첫 4주 동안의 관

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니코틴 및 

담배 연구 학회(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에서는 금연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유예기간(grace period)’으로 설정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47). 이 기간 동안의 흡연은 금연 실패로 계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유는 중재의 효과가 나타

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금연 시작 초기에

는 흡연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

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이다. 물론 중재마다 효과가 나

타나기 시작하는 시기 및 효과 발현까지 필요한 누적양

이 다르겠지만, 연구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중재 기간이 적어도 금연 

시작일로부터 4주 정도는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과평가에 있어서 27편 모두 주관적 보고를 토대로 

평가하였으며, 이 중 7편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4편만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평가 시점이 대부분 중재가 종료되는 시점이었고, 6편의 

연구에서만 추적조사를 수행하였으나 그 중 한 편은 8

주 후에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편의 연구에

서만 추적조사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 세

계적으로 금연 임상 연구가 급증하면서 금연 성공 여부

에 대한 평가 도구 및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47-49)

가 이뤄졌으며, 핵심적인 사항은 금연 성공 여부는 6개

월과 12개월에 평가해야 하며, 적어도 이 두 시점에 소

변 중 코티닌 수치,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등 객관

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연 

시작일로부터의 금연 성공 여부(prolonged abstinence 

rates) 와 평가 시점의 금연 성공 여부(point preva- 

lence rate)을 모두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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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기준에 비춰볼 때 기존의 임상 연구의 결과 평가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임상 

연구 설계시에는 이러한 평가 기준들을 반영해야 할 것

이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의 ‘금연 진료 지원 사업’에서 

한의약 중재 기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한의약 금연 진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

전히 미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서 살펴보았듯 기존의 한의약 금연 진료와 관련된 임상

연구가 대부분 관찰연구 혹은 유사 실험적 연구였고, 

근거중심의학에서 황금률로 평가되고 있는 무작위배정

대조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현실적

으로 금연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험적 디자인을 도입하

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대조군의 모집 및 유지 등 수

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미 임상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재 기법의 효과 평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무작위배정대조연구를 수행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유사 실험적 연구가 수행된 것은 근거 구

축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50). 다만, 연구

를 설계할 때 편견 개입 및 혼란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

여 잘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여부 등 금연 성공 여부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요인51)들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등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

에서 살펴본 연구 참여자, 중재, 평가 등 연구 설계의 

각 항목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잘 설계된 한의약 금연 

진료의 임상 연구 결과들이 누적될 때 질이 높은 근거

가 축적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의약 금연 진료가 활

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한의약 금연 임상 연구에 

대해 연구 설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27편 중 15편(56%)은 관찰연구로 대부분 단일군 

전후 비교 연구였으며, 9편(33%)은 유사실험적 연

구, 3편(11%)은 무작위배정대조연구였다.

2. 2000년 이전의 연구는 10편 중 8편이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이뤄졌으며, 2000년 이후의 연구

에서는 학교 및 보건소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3. 연구 참여자의 수는 평균 182명(15-1,056명)이었

다. 학교에서의 금연 사업을 제외한 연구들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는 30-50대의 연령

층이 많았으며,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4. 치료 중재는 23편의 연구에서 이침 혹은 신체 부위

의 경혈에 자침하는 침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

타 중재요법으로 아로마요법과 기공이 활용되었다. 

이침의 혈위는 폐점, 신문점, 내분비점, 인후점, 내

비점이 다빈도 혈위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는 평균 4주 동

안 주2회의 주기로 제공되었다. 

5. 금연 효과의 평가는 모든 연구에서 연구 종료 시점

에 수행하였고, 7편의 연구(26%)에서만 추적 조사

를 수행하였다. 추적조사 시점은 6개월 시점이 가장 

많았다. 평가도구는 모두 주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

하였으며, 타당도가 입증된 설문도구를 사용한 연구

는 7편(26%),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4편

(15%)뿐이었다. 

이처럼 한의약 금연 진료의 효과 평가를 위한 다양

한 임상 연구가 수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의약 금연 진료의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

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연 임상 연구가 급증하면서 

금연 임상 연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다. 향후 한의약 금연 임상 연구를 설계할 

때 이러한 기준들을 반영하여 연구 디자인부터 각 연구 

설계 항목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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