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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약물요법-바레니클린
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과/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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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흡연자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보다 강한 마
약성 물질인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이다. 마약에 중독
된 사람에게 단지 “마약은 나쁘니까 빨리 빠져나오라.”
라고 말한다고 마약 중독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
가? 흡연도 마찬가지이다. 흡연자가 금연에 이르도록 하
려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담뱃값 인
상, 모든 실내 공간 및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등 법적,
제도적 규제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금연 클리닉이나 금
연 상담 기회 제공, 그리고 금연 약물요법 등 개인별 니
코틴 중독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금연 약물요법 중에
현재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보자.

본

한국과 대만 흡연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
험 결과, 12주 금연 성공률은 59.5%로 위약군 32.3%에
비해 높았다. 12주간의 챔픽스 치료 후 12주간의 약물치
료 없는 기간을 포함한 24주 금연율 역시 46.8%로 위약
군 21.8%보다 높았다. 이런 결과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서 실시된 임상시험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바
레니클린은 위약군에 비해 12주 금연율이나 1년 금연율
모두 기존 금연치료제인 부프로피온에 비해서 약 2∼3
배 높았다.
바레니클린의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은 메스꺼움
(nausea)이며, 그 외에도 드물지만 오심, 수면장애, 변비,
고창, 구토, 자살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인 중
바레니클린으로 금연을 시도하던 남자가 자살에 성공한
부작용 보고 사례가 1건 있었다. 이 사건은 바레니클린
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불분명하지만 처방 의사의 주의
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론
결

바레니클린은 금연을 위해 개발된 첫 비니코틴성 약물
로, 기존의 니코틴 대체제와는 달리 뇌의 니코틴 수용체
(α4β2)에서 작용제와 길항제 두 가지 작용을 함으로써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니코틴의 효
과를 차단한다.

론

바레니클린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연보조제 중에
서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는 약물이며, 금연의
1차 보조제로 권장된다. 아울러 과거 다른 약물로 금연
을 시도하다 실패한 금연시도자에게 우선 권장되며, 부
작용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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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레니클린의 작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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