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용법 금연클리닉 어디로 가야하나요?

 작용원리 

- 금단증상과 흡연욕구를 감소시킵니다.

-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대개 150mg을 하루에 1알씩 6일간 오전에 복용한 후 7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 2번으로 용량을 올립니다. 금연일은 투여 후 1-2주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7주간 복용하고, 12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작용

- 손떨림, 불면증, 메스꺼움, 두통, 갈증

- 경련, 행동변화(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 경련, 뇌손상 등의 과거력 있는 경우 사용금지

- 식욕억제효과가 있으므로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됨

금연클리닉 

잠 깐 아직도 
담배피우시나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가정의학과가 함께합니다. 

  작용원리 

-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하여 금단증상과 흡연욕구를 차단합니다.

-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금연하기 1주 전에 시작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사용하나 재흡연 

가능성이 높으면 24주까지도 사용합니다.

  가능한 부작용

- 메스꺼움, 속쓰림

- 안절부절, 무력증, 수면장애, 이상한 꿈, 두통, 변비, 복부 팽만감

- 경련, 행동변화(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 신장질환자, 18세 미만, 임산부는 사용금지

- 자살충동의 우려 때문에 우울증 환자는 금기

다른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이상의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문의 053)200-6594 

치료비 무료
3회차부터(클리닉 이수 시 1, 2회차 진료비 환급)

프로그램 최종이수 시 축하선물(10만원 상당) 추가 지급

☎문의 053)200-6594 

평일 신분증 지참하여 

가정의학과로 오세요!

금연클리닉과 
함께하는 

성공 금연!

부프로피온서방정(Wellbutrin®)

바레니클린(Champix®)



효과적인 금연법 한 개비 실수 시 대처방법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해 볼까요?

금연 준비하기

담배 피우고 싶게 하는 상황들을 기록해봅니다.

특정한 감정들이 여러분의 흡연욕구를 자극하나요?

특정한 사람들이나 장소는 어떤가요? 

담배를 피우고 싶게끔 만드는 상황들을 기록하세요. 

어떠한 패턴이 보이나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다룰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 즉시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춥니다.

2. 담배를 던져버리거나 흡연 하던 곳을 피합니다.

3.  흡연했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자세히 파악합니다.

4.  한 개비 실수의 이유를 파악했다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생각

하도록 합니다.

5.  한 개비 실수가 금연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같은 흡연 유혹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금연 전 흡연량이 많을수록 금단증상이 심합니다. 

금연으로 인한 금단증상은 대게 금연시작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며 

금연 3일째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금연 시작 후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합니다.

금단증상 기간 증상별 경험율

우울 4주 이내 60%

안절부절못함 4주 이내 60%

집중력저하 2주 이내 60%

식욕증가 10주 이상 70%

몽롱함 48시간 이내 10%

수면장애 1주 이내 25%

흡연욕구 2주 이상 70%

금단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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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간

(1)  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① 10개비이하(0점)     ② 11~20개비(1점)

 ③ 21~30개비(2점)     ④ 31개비이상(3점)

(2)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5분이내(3점)     ② 6~30분사이(2점)

 ③ 31분~1시간사이(1점) 

 ④ 1시간이후(0점) 

(3)  금연구역(도서관, 극장, 병원 등) 

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① 예(1점)     ② 아니오(0점) 

(4)  하루 중 담배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① 아침첫담배(1점)     ② 그외의담배(0점) 

(5)  오후와 저녁시간 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① 예(1점)     ② 아니오(0점) 

(6)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

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1점)     ② 아니오(0점) 

니코틴 의존도 평가방법  10점 만점으로 6개 항목에 대해 표기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니코틴 의존도 판정방법

0-3점  니코틴 의존도가 낮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어렵지 않게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4-6점  니코틴 의존도가 중등도로 높습니다.  

적절한 금연법을 배우지 않으면 담배를 끊기 어렵습니다.

7-10점  니코틴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

지만, 당장 금연을 시도한다면 니코틴 금단증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