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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현대 보건의료체계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구집단의 건강을 개선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증가와 

같은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이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정

책과 실무에서 연구근거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이 연구근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체 보건의료체계 혹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근거중심정책 구현에 필요한 보건지식에 대한 관

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근거중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보건영역의 ‘지식확산

(knowledge translation)’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였고, 외국의 현

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사례로서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책담당자와 연구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마

지막으로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이 주도하였고, 이희영 

가천의대 교수, 서현주 조선대 간호대학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

소 연구원, 이진용 서울보라매병원 교수, 최지희 연구원, 오영인 연구원

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문을 해주신 인제약대 

장선미 교수, 한림의대 김수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연구보고서 구성과 내

용에 대해 충실한 조언을 해준 박실비아 연구위원과 박은자 부연구위원

께도 감사드린다. 



향후,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보건영역의 ‘지식확산’ 체계가 

정착되고 근거중심보건정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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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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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knowledge 
translation for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in 
Korea

1. Introduction

Innovations for improving knowledge translation strategies 

should be encouraged for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However, in Korea, we could not see concrete strategic ap-

proach about improving utilization of research evidence in 

health policy.

The aim of this study is three fold; (1) to review theories and 

methods for knowledge translation in healthcare field, (2) to in-

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policy research, (3) to 

tease out the key messages for establishment of research evi-

dence utilization in health policy.

2. Results

Knowledge translation is defined by the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as "a dynamic and iterative process that in-

cludes the synthesis, dissemination, exchange and ethically 

sound application of knowledge to improve health,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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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ffective health services and products, and strengthen the 

health care system".

There is high priority on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in 

UK, They have made great efforts to do research synthesis and 

promotion of research utilizatio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provides funds for applied research such as system-

atic review, cost-effective analysis. NICE also provides high 

quality research through web based portals such as Evidence 

Service and CRD database. In Canada, there is also a high pri-

ority on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is responsible for production of research, 

research synthesis and dissemination. Especially, there are 

many programs and institutions for research dissemination 

such as McMaster Health Forum.

We found that there was gradual increase of the health policy 

research and funds in Korea.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limitation of accessability 세 research reports. There was no or-

ganization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creation and dissem-

ination of research  and research uptake by users.

We found 803 research articles and 76 reports about smoking 

related health policy. There was a few systematic reviews and 

researches on individual intervention program and policy in-

tervention program in Korea.

In the gap analysi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about the 

secondhand smoking, the gap between local evidence to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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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d policy could be moderate. For the health warning mes-

sages on tobacco products, the research could not be consid-

ered seriously in policy. We could not found the appropriate 

research on plain package. 

We investigated researchers, central and local policy maker's 

perception on research utilization on smoking related health 

policy. The only 34.1% of researchers showed positive opinion 

about the research utilization in smoking related health policy 

but to the contrary, the 74.7% of local policy makers showed 

positive opinion on that. Health policy makers perceived the 

problem of policy environment and lack of data infrastructure 

as the most important barrier factors but researchers pointed 

out lack of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er and policy makers, 

insufficiency of research creation and the difficulty of dissem-

inating  research.

3. Conclusions

We should put higher priority on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than before and develop strategy for establishment of 

'knowledge translation system'. In the near future, trusted or-

ganiz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consistent evidence dis-

semination program. We also need better cooperation between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for promoting research syn-

thesis and utilization. 





요 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보건영역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연구근거를 생산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근거중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보건영역의 ‘지식

확산(knowledge translation)’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고, 

관련 외국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또한 국내사례로서 담배관련 보

건정책과 연구의 간극을 분석하고,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

을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보건정책에 필요한 ‘지식확산’의 발전방

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결과

⧠ 보건영역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과 방법

○ 보건영역의 지식확산은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서

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

의 합성·확산 및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지식을 활용하는 역동적이

며 반복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보건정책의사결정에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연구합성이 중요

하고, 이를 활용한 ‘evidence based policy briefs’ 생산이 필요

함. 또한 연구근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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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합성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전통적 의미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중재 효과에 대한 일차연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이

상적인 리뷰 방법임. 한편, 복합적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가 작동

하는 맥락과 기전을 탐구하는 실재주의적 고찰이 적절함.

⧠ 외국의 보건영역 지식확산 현황 

○ 영국은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연구생산 및 

확산, 활용을 증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NIHR)는 응용연

구와 연구정보 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 또한 연구

합성, 특히 체계적 문헌고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NICE는 ‘Evidence Service’와 같은 웹 기반 포털에서 연구

근거를 제공하거나 확산함.

○ 캐나다 역시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연구 확

산 활동이 매우 활발함.

－ 보건연구의 생산, 합성 및 확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Canadian Institute of Health Research(CIHR)가 있으며, 

정부재원으로 수행되는 모든 보건연구를 관리함.

－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전략으로 지식확산모형을 개발하

였고, 연구근거의 확산에 대한 방법론과 실제 활동을 담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대표적 사례로는 McMaster 

Health Forum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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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일반적 보건정책연구 현황

○ 최근 3년간의 국내 보건정책 연구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건정책

연구의 수량과 재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정책연

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재하였음.

○ 보건정책연구의 공개성이 낮아 보건정책담당자의 연구에 대한 접

근성은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 또한 국내에는 보건정책 연구 확산

을 전담하는 조직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되어있지 못함.

⧠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과 인식

○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현황

－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근거를 체계적으로 검색한 결

과, 총 803개 연구논문과 76개의 연구보고서를 파악하였음. 

담배관련 보건연구 중에서는 체계적 고찰문헌이 적었으며, 정

책 혹은 중재프로그램을 다룬 연구의 비중도 적었음.

○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정책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적은 경우: ‘간접흡연의 건강 유해성’

에 대한 국제적 근거는 일반화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연

구가 부족하지만 새로 연구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음.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노출방지 정책’

에 대한 국제적 근거의 일반화가능성은 보통으로, 국내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큰 경우: ‘금연구역 설정이 건강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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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 근거의 일반화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국내연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담뱃갑에 표시해

야 되는 경고문구·그림경고 등에 대한 표시방법, 효과 및 인

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그러나 연구내용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큰 경우: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

요성이 있음.

○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정책담당자·연구자의 인식

－ 담배관련 보건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중앙 및 지

방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자는 

99명이 응답하였고,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와 지방정부 정책담

당자는 각각 12명, 139명이 응답하였음.

－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모두 일반적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였음. 하지만 연구자는 전체 응답자의 34.1%

만이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잘 되었다고 하

였으나,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들은 74.7%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음.

－ 담배관련 보건정책이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정책담당자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과 ‘데이터 인

프라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고, 연구자는 ‘정

책결정자와 연구자의 연계 부족’, ‘관련 연구 부족’ 혹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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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산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음.

－ 담배관련 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

정부 정책담당자는 추가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수준이 낮

았음.

3. 결론 및 제언

○ 국내 보건정책에 대한 ‘지식확산’ 활동, 즉 ‘보건영역의 연구합성, 

확산 및 활용’에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발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정책담당자의 보건영역 응용 연구의 생산, 확산 및 활용이 체

계적으로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보건정책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지식확산’을 중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보건정책에 필요한 연

구기획, 연구합성과 확산활동,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함.

－ 우선적으로, 연구자들이 정책에 필요한 연구합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책임성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

구근거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함. 또한 연구

자와 정책담당자간 협력을 강화해서, 정책담당자의 연구 활용

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주요용어: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knowledg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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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의학기술은 혁신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평균 수명

의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이 증가하면서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맥

락에서 현대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의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거중심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이 등장하였고, 보건정책에서도 연구근거 

활용을 강조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WHO에서도 근거중심보건정책결정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making)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가용한 최선의 근거에서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결정’으로 정

의한 바 있다(Oxman et al., 2009).

우리나라 근거중심의사결정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건강보험 급여와 관

련된 정책이다. 즉,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나 의료기술 도입과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혹은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다. 공중보건 영역에서도 

건강검진사업에서 체계적 고찰과 같은 양질의 근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영역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이 일반

화된 것은 아니다. 보건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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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고, 보건정책 의사결정에 연구근거를 반영하는 제

도 혹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김남순 외, 2012).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보건정책과 실무에 필요한 연구 생산과 확산 및 활용

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건정책과 관련된 지식확산(knowledge 

translation)1)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고, 외국현황을 조사하며, 둘

째, 국내 사례로서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을 분석하고 인식을 

조사해서, 셋째 보건정책에서 연구의 생산, 확산과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근거중심보건정책을 간단히 소개하였고, 실행 전략인 지식

확산 이론과 모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지식확산의 주요 대상

이 되는 리뷰연구 중에서 ‘체계적 문헌고찰’과 ‘복합적 중재에 대한 실재

주의 고찰’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외국의 보건정책과 실무에서의 연구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

다. 즉, 전반적 정책과 문화, 연구생산 방식, 연구 확산 및 활용 추진전략 

등을 구분해서 영국과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식확산’에 주

력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를 

1) 이 연구에서는 'knowledge translation'에 상응하는 국내 용어로 ‘지식확산’을 사용
하였다. 'Knowledge translation'이 그러하듯이 ‘지식확산’은 ‘기존 지식을 정책과 실
무에 맞게 합성 등을 통한 전환하고 확산과 함께 정책담당자나 실무자의 활용을 증
진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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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국내의 전반적 보건정책 관련 연구 생산 및 확산에 대한 활

동을 조사하였다.

5장에서는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공중보건

영역에서 이 주제가 선정된 것은 정책내용이 매우 분명하고 수행된 연구

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연구와 정책 간 간극분석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담배관련 보건연구를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분류하였고, ‘실외금연’과 ‘담

배의 건강위험 경고’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외국연구, 국내연구와 국

내정책 간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또한 보건정책담당자와 연구자의 담배

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 생산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국내 근거중심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합

성, 확산 및 활용증진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12년에 수행된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

선방안」 연구의 후속과제로서 추진되었다. 2012년 연구에서는 근거중심

보건정책에 대한 이론과 건강보험급여정책에 집중하였다. 반면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식확산’이 핵심 주제이며, 공중보건정책을 분석하였다. 두 

과제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2012)

근거중심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2013)

－ 근거중심보건정책에 대한 이론고찰 
－ 건강검진서비스와 건강보험급여 정

책에 대한 분석
－ 정책담당자 대상 질적 면담, 연구

자의 전반적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 지식확산과 연구합성에 대한 이론
고찰과 외국사례 분석 

－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분석 
－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담배관련 보

건정책 연구 활용에 대한 인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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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거중심보건정책이란?

1. 근거중심보건정책의 정의 

현대 보건의료체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인구고령화와 끊임없이 발

전하고 있는 의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수요를 충족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근거중

심정책(evidence informed policy)’를 추진하고 있다.

근거기반(evidence based) 혹은 근거중심(evidence informed) 정

책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what 

works)를 안다면 거기서부터 정부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정책 형성이 진흙탕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건전한 근거가 

필요하며, 정책은 ‘어떤 중재가 작동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

식의 안내를 받아야 함을 말한다(Black, 2001).

WHO에서도 양질의 연구근거를 정책결정에 포함하는 것을 보건의료

체계 개선의 핵심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WHO 의회에

서 회원국에게 근거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 혹은 근거에 의한 정책결정

을 지원하는 지식확산체계(knowledge translation system)’의 정착 혹

은 기존의 지식확산체계 강화를 권고한 것에서 알 수 있다(WHO, 2005).

보건정책 과정과 사용된 정보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근거중심보건정

책 결정의 특징은 ‘정책과정에서 근거에 대한 접근과 평가를 수행하고, 

보건영역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과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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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Oxman 

et al., 2009). 

Oxman(2004)은 보건정책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보건정책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정책담당자는 관심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연구근거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제기해야 하며, 정책과정이 양질의 정

보를 토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정책시도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면서 측정된 정책 결과가 현실을 반영했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는 것이다. 

WHO에서는 보건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정책과정과 비교

해서 근거중심 정책결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 첫째, 연구근거 사용을 지원하는 조직과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연

구근거를 사용하는 방식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 둘째, 정책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연구근거가 무엇인지 명

확하다.

－ 셋째, 연구근거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 넷째,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연구근거를 

공개하며, 의사결정에 연구근거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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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근거중심정책결정에서 보건문제를 다루는 방식

자료원: Oxman, AD., Lavis, JN., Lewin, S., Fretheim, A.(2009). SUPPORT Tools for 
evidence-informed health Policy making (STP) 1: What is evidence-informed 
policy making? Health research policy and systems, 7 Suppl 1:S1.

2. 보건정책에서 근거란 무엇인가?

근거중심정책을 얘기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 근거를 구성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근거는 사실(실제 혹

은 주장된 것 모두)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중심보건정책에서 근거란 주로 ‘정

책과 중재의 효과, 혹은 실행과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

를 지칭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근거중심정책결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체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생산된 연구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가 된다.

WHO에서는 근거중심보건정책(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면서 근거에 대한 정의 혹은 근거를 활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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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Oxman et al., 2009).

첫째, 근거의 적절한 사용은 사실(경험과 관찰)을 파악하는 것 뿐 아니

라 결론을 지지하는 사실의 강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둘째, 연구근거는 체계적 방법을 적용하므로 되는대로 관찰한 것보다

는 더 설득력이 있으며, 연구방법이 우수한 근거는 다른 근거보다 더 설

득력이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유형의 근거를 신뢰할지에 대한 판단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계적 판단은 오류를 예방하는데 우월한 방법

으로, 불일치를 해소하고, 비판적 평가와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결과적으

로 명시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전문가 의견은 근거 자체라기보다 그 이상이며, 사실과 해석 및 

결론을 종합한 것이다.

다섯째, 모든 근거는 근거가 생산된 사회적 맥락의 특수(context spe-

cific)한 성격을 갖는다. 외국 혹은 특정 맥락에서 산출된 원천 근거가 원

래 상황을 넘어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책과 사업의 효과 혹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은 세계적으로 가용한 가장 최선의 근거(global evidence)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혹은 사업이 수행될 지역에 대한 근거(local evi-

dence)는 문제, 대안, 실행전략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수정이 필요한 요인, 필요의 크기(유병률, 위험요인 및 문

제의 크기, 재정 혹은 관리체계), 가치, 비용 및 자원의 가용성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

WHO에서는 보건정책 결정에서 근거활용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

였다. 이에 의하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즉 국제적 근거

(global evidence) 및 정책실행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수정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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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근거(local evidence)를 모두 조사하여 정책의 효과와 위해, 정책 

대안의 비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것

이 모범적 근거활용이라 할 수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보건정책결정에서의 모범적 근거활용 사례 

자료원: Oxman, AD., Lavis, JN., Lewin, S., Fretheim, A.(2009). SUPPORT Tools for 
evidence-informed health Policy making (STP) 1: What is evidence-informed 
policy making? Health research policy and systems, 7 Suppl 1: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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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보건영역의 근거중심정책 

  가. 근거중심공중보건의 특징

근거중심공중보건(evidence based public health)은 근거중심의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근거중심의학과

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첫째,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의학 분야에 비하여 충분히 축

적되어 있지 않다. 실행에 필요한 근거의 제한으로 근거중심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공중보건영역의 중재는 중재 시작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관여하거나, 

시간적 경과 등으로 그 효과를 명백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공중보건은 근거수준이 높은 무작위 임상 시험을 수행하기 어려

워서 관찰 연구에 머무르곤 하며 따라서 근거의 수준이 떨어지곤 한다.

넷째, 의학 분야에 비하여 공중보건의 효과는 간접적인 근거를 사용하

여야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건강 수준의 변화나 사망률의 감소 같은 

직접적 결과지표보다는 환자 발견 같은 간접지표를 사용한 근거만이 제

시되어 이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공중보건과 의료의 일반적인 성격 차이는 다음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Fink,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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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중보건과 의학의 차이점

공중 보건 의학

일차적 목표 인구집단과 지역사회 개인

강조점

예방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치료

전체 지역사회 환자

패러다임
환경, 행태, 생활습관, 의료이용에 
대한 중재

의료이용, 생활습관

분류 기준

분석적(역학) 기관(심장학, 신경학 등)

세팅과 인구집단(직업, 학교 등) 환자 그룹(소아, 노인 등)

실제적 건강 문제(영양, HIV 등) 질병의 원인, 병리(종양학, 감염학 등)

평가, 정책개발, 관리에 대한 기술 기술 분야(영상학 등)

자료원: Arlene Fink.(2013). Evidence-Based Public Health Practice. SAGE publications.

이상과 같은 점들로 인하여 공중보건 분야는 근거중심적인 접근에 한

계가 있지만, 기존의 건강증진 전략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what works’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로 인해 프로그램과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인력을 포함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기

여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근거를 일반화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는 주장이 있고, 실무자들이 관련 도구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노력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근거중심 공중보건의 적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근거중심 의학과 관련된 분야로, 중재 그 자체와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의 전환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은 건강 위험, 인과 

관계 경로, 예방 가능한 위험요인과 예방효과에 대한 것이다. 기존 평가

연구와의 차이점은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Fin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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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평가연구와 근거중심 공중보건의 차이점

평가 연구 근거중심 공중보건

목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
를 생산함. 지역사회와 대상 인구집
단에서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효과
적 프로그램을 제안함.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도에 
대한 기존의 근거를 모으고 평가함.

방법
프로그램의 과정, 결과, 영향, 비용에 
대한 근거 수집, 분석, 해석을 위해 
과학적 연구 설계 방법을 이용함.

근거의 강도와 질 평가를 위해 사전
에 결정된 투명하고 세분화된 시스템
을 이용함.
지역사회 요구와 가치라는 배경을 고
려하여 가용한 최선의 근거를 찾아냄.

윤리적 
고려

참가자의 위험과 이득을 확인하고, 
이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존
중함.

윤리적 고려를 한 연구에서 나온 근
거만을 이용함.

자료원: Arlene Fink.(2013). Evidence-Based Public Health Practice. SAGE publications.

  나. 공중보건영역 연구 활용에 대한 방법 및 자원

근거중심의학에서 가장 근거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무작위대조임상

실험(randomized controled trial: RCT)연구는 공중보건 영역에서 시

행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근거에 대한 해석과 수준을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공중보건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대상 집

단의 실행 및 참여 동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낮출 수 있다(Green & Tones, 2010). 또한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 결

과를 측정하는 의학연구와 달리, 단순한 투입-산출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중보건의 영역을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Green & South, 2006). 즉, 효능(efficacy)을 입증한다고 해도, 이것

이 실제 효과(effectiveness)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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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측정된 사업의 효능이 현장에서 효과로 재현되려면 사업의 표준

화가 가능하거나 실행이 단순하고, 모든 사업의 담당자가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이를 기존의 연구로만 평가하

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배상수, 2012).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자 하는 노력과 방법론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 영역에

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근거의 종류와 적용하고 있는 방

법을 영국 NICE의 Center for Public Health Excellence(CPHE)에서

는 <표 2-3>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NICE, 2012).

<표 2-3> 공중보건 문제와 근거의 종류에 따른 리뷰방법

   근거의 종류

문제의 종류

체계적 
문헌고찰

실험연구 관찰연구 질적 연구 사례보고
비용효과

연구

문제의 크기
CPHE* 

epidemiological 
review

요인/결정요인/
인과성

CPHE*

review of 
reviews

CPHE*  
correlates 

review

중재의 
효과/비용효과

CPHE* 
review of 
reviews

CPHE* effectiveness reviews
CPHE cost 
effectivenes

s review

실행자의 
관점과 경험

CPHE* correlates 
review

CPHE* 
qualitative 

review

CPHE* 
mapping 
report

대상 집단의 
관점과 경험

CPHE*  
correlates 

review

CPHE* 
qualitative 

review

자료원: NICE(2012).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NICE public health guidance, 3rd
edition. www.nice.org.uk 에서 2013.9.30. 인출. *Center for Public Health 
Excellence(C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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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과 정책에서의 근거중심 접근방법은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

책 집행, 정책 평가의 단계에서 각각 적용 가능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문제의 크기와 향후 추세에 대한 객관

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측정단위와 비교 가능한 방법

을 활용하는 것이 근거중심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WHO가 진행하

고 있는 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측정 프로젝트도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기존의 근거와 함께 대상 사회와 인구

집단에 대한 평가가 이용될 수 있다. 문제 정의,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대

안의 작성 및 평가, 최종안의 선택이라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

하며, 미리 결정된 표준화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근거중심적 방법이며, 

충분한 인프라와 숙련된 기술 없이는 잘 진행되기 어렵다.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하며, 근

거중심의학에서와 같이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

더라도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이미 결정된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

하도록 지속적인 근거 제공과 전달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 평가와도 관련

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실행자 대상 의견조사와 심층 인터뷰, 여러 지역

에서의 프로그램 실행 사례 보고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생

산된 근거를 확산하고 근거를 체계적으로 요약/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네 번째로 정책 평가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정책결정과

정과 집행과정에서 이용했던 모든 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근거중심적 접근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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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보건의료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Cochrane Pubic Health 

Group(CPHG)과 미국의 Community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CPSTF) 등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European center for dis-

ease prevention and control(ECDC)를 중심으로 12개국 보건부와 각

국 근거중심보건의료 관련기관이 공중보건을 위한 근거중심 방법론에 대

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CPHG는 코크란 리뷰 그룹 중 

공중보건을 연구하며, 교육, 직업환경, 소득, 주거환경, 자연환경, 영양, 

공중 안전, 사회적 네트워크, 의료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 리뷰의 대상이 되는 주요 영역은 교육, 직업환경, 소득, 주거환경, 

자연환경, 영양, 공중안전, 사회적 네트워크 및 보건의료시스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CPSTF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주요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근거를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해왔다. 개인예방서

비스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와의 차이는 아래

의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두 특별위원회의 영역이 예방이라는 관점

에서는 일부 중복되지만, 지역사회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는 보다 지역사

회 중심의 중재와 정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그림 2-3 참조). 지역사회

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주제는 청소년 건강, 음주, 천식, 

선천성 기형,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응급, 헬스 커뮤니케이션, 건강형

평성, 성매개감염성질환, 정신질환, 교통사고, 영양, 비만, 구강건강, 운

동, 사회적 환경, 흡연, 백신, 폭력, 직업 환경 등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개

입이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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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 USPSTF와 CPSTF의 협업

자료원: http://www.uspreventiveservicestaskforce.org/annlrpt/annlrptfig1.htm에서 
           2013. 10. 13. 인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영역과 임상의학 간에 차이가 존재하

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근거의 양이나 방법에 다소 제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특성에 맞는 리뷰 방법이 발전하고 있

으며 공중보건을 다룬 양질의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 사례에서도 나

타나듯이 복합적 프로그램을 다룬 고찰연구나 공중보건지침도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서 

공중보건정책이나 사업에서 체계적으로 연구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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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영역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과 방법

1. 지식확산이 중요한가? 

근거중심보건정책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연구근거를 활용하는 것이 요

구되고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

책담당자 혹은 실무자가 연구근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요

인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보건정책담당자나 실무자가 검토할 연구문헌이 너무 많다

는 문제가 있다. Glasziu 외(2011)는 MEDLINE에 주당 등록되는 문헌

이 8,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증가 속도를 고려

할 때 개인적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특정 문

제에 대해서 정책담당자 혹은 실무자의 의사결정에는 개별 연구보다는 

연구합성(research synthesis)을 통해 도출된 종합적 결론이 유용하지

만, 정책과 실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종합된 리뷰연구(예: policy brief)

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사용자의 근거활용 능력도 제한

적이어서 연구 활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연구자와 연구사용자 모두 ‘지식확산’ 활동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Black(1977)은 임상실무 혹은 보건정책의 의사결정에서 최선의 근거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영역의 지식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NHS는 국가

적 연구개발 전략을 정립하고, 수행되고 있는 연구를 추적할 수 있는 등

록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보건정책 담당자들이 근거와 

실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확산 활동이 불충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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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인지한 후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확산’ 활동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적 수준에서 ‘보건영

역 지식의 합성, 확산 및 활용 증진’ 활동이 미약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확산’이 무엇이고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식확산 개념과 비판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

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implementation science’나 ‘research 

utilization’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dissemi- 

nation and diffusion’, ‘research use’, ‘knowledge transfer and 

exchange’ 등이 사용되고 있다(Straus et al., 2009).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의미가 정립된 개념은 ‘지식확산(knowledge trans-

lation)’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최근에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CIHR)은 

지식확산을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

하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의 합성, 확산, 그리고 윤리

적으로 정당하게 지식을 활용하는 역동적이며 반복적 과정"으로 정의하

였다(Tetore, 2007). 다시 말하면 지식확산은 ‘보건영역 지식의 합성, 확

산 및 활용 증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WHO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를 수

용하였다.

지식확산이 MEDLINE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2년이며, 일반적으로 

‘T1’과 ‘T2’로 구분된다. ‘T1’은 실험적 결과를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T2’는 보건의료연구(체계적 고찰, 무작위임상



제2장 보건영역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과 방법 33

연구 혹은 진료지침)가 정책이나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주로 과학적 혹은 기술적 과정이며, 후자는 행태나 조직 혹은 정

책적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Royer, 1972).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지식확

산’은 주로 ’T2'에 해당된다. 

오랜 기간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Greenhalgh 교수

와 동료들은(2011) ‘지식확산’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episteme(사실), techne(기술)과 

phronesis(지혜의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지식확산’에서 얘기하는 지식

은 객관적인 것으로 ‘episteme’에 해당된다. 기초과학에서 연구 근거는 

일관되고 반복적인 실험결과를 의미하며, 보건의료연구에서는 무작위임

상시험 혹은 메타분석 등을 의미한다. 지식은 과학자나 실무자로부터 문

제없이 구별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과학적 지식과 실제는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지식과 실무가 경험적 분석적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실무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구성된다는 가정도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객관적이고, 생산된 맥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연구)은 

보건정책이나 실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번역 혹은 확산될 필요가 있

다.

일부 철학자들은 지식의 객관적 속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폴라니는 

사실(facts)은 언제나 암묵적 인식(tacit awareness)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사실이 맥락에서 위치를 점하며,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한 해석이 이

루어지고, 다른 질문과 연계된다. 폴라니는 자연과학 같은 것도 어느 정

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사실이 번역 

혹은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Polanyi,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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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임상의사가 진료지침 권고안에 대한 순응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행동의 격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의사

들은 적절한 연구근거를 더 광범위한 임상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암묵적 

지식2)과 결합해야 한다. 일반적 지식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지에 대한 판

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근거에 의한 권고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식과 실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

례 혹은 상황에서 개인적 혹은 집합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Greenhalgh et al., 2011).

한편, 정책결정자는 임상적 효과성 이외의 다른 적법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학적 근거는 종종 불완전하고 의미가 양가적일 

때가 있어 정책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

에서 연구근거는 특정한 입장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거나 도구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다.

Greenhalgh 외(2011)는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인 ‘Mode 1’(통

상적 과학적 연구)과 ‘Mode 2’(능동적 쌍방향 관계에 의해서 생산된 연

구,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재원제공자, 산업과 기타 이해당사자)분류를 

소개하면서, ‘Mode 1’ 지식은 번역되어야 하지만 ‘Mode 2’지식은 적용

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 'Mode 2' 지식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의 생산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

2)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는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의 조어이
다. 지식의 한 종류로서, 언어 등의 형식을 갖추어 표현될 수 없는, 경험과 학습에 
의에 몸에 쌓인 지식이다. 암묵지가 형식을 갖추어 표현된 것을 형식지라고 한다. 
암묵지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암시 차원의 "안다" 라는 차
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개념이다.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돼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식을 뜻하며, 내재적 지식으로 개인 및 조직의 행태
에 대한 관찰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자료원: 
http://ko.wikipedia.org/wiki/

   %EC%95%94%EB%AC%B5%EC%A7%80.에서 2013. 8.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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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연구는 점점 정치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

으며, 우선순위 설정에 정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타깝지만 

지식을 공적 재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식을 바라보는 철학적 입장 차이와 비판에도 

타당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지식의 생산은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식이나 연구가 갖는 의미를 숙고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요구

이다. 근거중심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식 

확산 활동에 일정한 한계는 존재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

임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Greenalgh et al., 2011). 따라서 다양

한 비판을 수용해서 기존의 단순하고 선형적인 지식확산 활동을 극복하

고 이를 발전시켜 전체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지식확산에 대한 이슈와 추진 방향

지식 전파 혹은 확산 활동이 정책과 실무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1) 무엇이 전파되어야 하고, 2) 누

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확산할 것이며, 3) 누가 이런 활동을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지식확산의 방

향성을 설정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Grimshaw 외(2012)는 지식번

역 혹은 전파활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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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떤 유형의 연구를 확산할 것인가?

지식확산의 초점 혹은 단위로 개별 연구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연구자 혹은 재원제공자들에게는 적

절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보건의료전문가, 정책담당자에게는 부적절하다. 

이는 개별연구가 그 자체만으로 보건의료실무나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잘 수행된 무작위임상시험 등에서 일부 

예외가 있지만 개별 연구는 연구방법의 비뚤림 혹은 무작위성 변이와 같

은 문제로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다. 

Ioannidis(2006)는 보건영역에서 근거의 진화에 대한 고찰을 했는데, 

기초나 임상연구 모두에서 프로메테우스 현상을 관찰했다. 특정 질문에 

대해 연구한 문헌 중에서 가장 처음 출간된 연구에서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크며,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의학학술지에 출간되면서 인용 횟수가 많은 경우라도 후속 연구와 

상반되거나 과장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식이 확산되기 전에 개별연구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연구를 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식 확산의 기본 단위는 가장 최신 연구까지 종합한 체계적 고

찰과 같은 연구가 되어야하며, 이는 체계적 고찰 등이 지식 확산 활동의 

파급력을 높이고 정책과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식확

산 도구인 진료지침이나 정책요약(policy brief)도 체계적 고찰을 바탕으

로 개발된 것이 적절하다. 

WHO에서는 근거중심정책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evidence-based policy briefs’ 로 부르고 있다. 이는 정책 문제 혹은 

사업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해당 지역의 근거를 종합한 것이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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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1) 정책적 문제에 대한 기술, 2) 문제의 크기나 특성에 대한 가

용한 최선의 근거요약, 3) 정책 실행에 대한 장애요인과 이를 다루는 전략

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고 제시하였다3). 

한편, 캐나다의 정책연구 확산 프로그램인 ‘McMaster Health 

Forum’에서는 ‘evidence briefs’를 생산하고 있다. ‘evidence briefs’

는 1) 정책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진 바를 정리하고, 2) 문제를 다루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편익, 위해 및 비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3) 실행 

전략과 장애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4)

  나. 지식 확산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연구 유형에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확산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기초

연구의 일차 전파 대상은 다른 연구자나 산업 관계자가 되지만 보건의료

연구의 전파 대상자는 정책담당자, 관료, 실무자, 국민 혹은 소비자 등이 

된다. 

다음으로 지식확산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민해야 할 것

이다. 지식확산을 노력해야하는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 조직 혹

은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될 수도 있다. 가장 적절한 주체는 지식확산의 

대상과 전파되어야 할 연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Shonokoff(2000)는 누가 지식확산의 주체가 될지 결정할 때 가장 중

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하였다. Haywood 외(1997)는 존중받는 의사단

체 혹은 학회 등의 승인이 진료지침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

중보건정책인 경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관료를 포함한 조

3)http://www.who.int/evidence/sure/policybriefs/en/ 2013. 10. 8 인출.
4)http://www.mcmasterhealthforum.org/index.php/stakeholders/evidence-briefs. 

2013. 10. 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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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라고 하였다.  

지식확산의 주체로서 신뢰를 구축하고 확산 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지식확산의 수행에 책

임을 갖고 있다. 지식확산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한 

접근은 연구근거를 확산하는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근거 확산 

인프라는 크게 기술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적 요

소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을 말한다. 조직적 요소는 정책 자료를 생

산할 수 있는 연구자, 지식확산을 위한 여러 이해당사자와 협력하는 전문

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Ellen et al., 2011).

  다. 어떻게 지식을 확산할 것인가?

지식확산이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수행되려면 우선적으로 지식확

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식확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지식확산을 위한 인프

라를 개발하면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식확산의 대상과 맥락에 맞는 다양한 중재방법을 고려하여 효과

적인 방법을 선택·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확산 방법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근거는 많

지 않다. Perrier 외(2011)는 정책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체계적 고찰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를 평가했다. 이 연구에는 두 개의 일차연구가 

포함되었는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정책담당자가 5개의 적절한 

체계적 고찰을 제공받으면, 정책담당자의 23-63%가 3개월~2년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체계적 고찰을 정책결정에 활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시험으로서 체계적 고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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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온라인 레지스트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 경우와 맞춤형 정책요

약 등을 추가한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정책과 사업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지식확산에 대한 모형

CIHR은 지식확산 활동에 대해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knowledge to action cycle’ 이라고 하였는데, ‘지식생산’과 ‘계획된 

행동 모형’을 결합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식생산’에서는 지식 탐색, 지식 

합성, 지식관련 도구 개발단계 등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식은 최종 사용자에게 더욱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다. 예를 들

면, 합성 단계에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연구근거를 결합하며 공통된 

작동 방식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지식 관련 도구개발 단계에서는 양질

의 연구결과가 더욱 정리되어 의사결정 도구(예: 진료지침, 알고리즘)가 

산출된다. 

행동 부분은 ‘계획된 행동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와 조

직에서 숙고한 경영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은 1) 문제를 확인

하고, 2) 연구를 검토하며, 3)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결정하고, 4) 지역 상

황에 맞게 수용하며, 5) 지식 사용의 결정인자를 평가한 후, 6) 중재를 선

택하고 실행하며, 마지막으로 7)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4 참조)(Strau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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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Knowledge to action framework 

자료원: Straus SE., Tetore J., Graham ID.(2009). Knowledge translation in healthcare: 
moving from the evidence to practice. Hoboken, NJ: Wiley-Blackwell,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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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합성에 대한 이론과 방법

1. 연구합성의 필요성

‘연구 혹은 지식합성(knowledge synthesis)’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

다. 보건정책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이 일반화되면서 가용한 최선의 근거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후 연구합성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지식확산’ 에서 확산(dissemination)의 주 대상

이 되는 연구는 연구합성을 통해 생산된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리뷰

연구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정책자료, 진료지침 등과 같은 지식확산 도

구의 바탕이 된다. 또한 CIHR에서는 연구합성이 '지식확산‘의 핵심이며 

정책결정과 연구 간의 간극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연구합성 방법에도 다양한 유형과 방식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무엇이 작동하는

가?’에 대한 질문을 충족하는 무작위임상시험의 적용 분야가 제한적이라

는 것이다. 또한 공중보건과 같이 RCT를 할 수 없거나 중재의 복합적 성

격으로 맥락과 세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의

미의 체계적 문헌고찰로서 잘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실재주의적 고

찰(realistic review)은 체계적 고찰을 수용하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핵심 이론을 정립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Meta-narrative review는 특정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개별 연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해석한 것이다. 또한 양적인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혼용한 모형(mixed-model approach)도 존재한다. 고찰방법의 

변이가 존재하는 것은 지식 합성의 창조적 요소(혹은 예술)가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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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다양한 유형의 질문과 고찰방법 

고찰 유형 질문 유형

전통적 체계적 고찰 

·중재에 대한 고찰 
·네트워크 메타분석 
·진단검사 고찰 
·인간 유전자 역학 고찰
·예후에 대한 고찰 

·관심 중재가 결과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 
·상동
·진단검사가 얼마나 정확한가? 
·어떤 유전자가 특정 결과와 연계되어있는가?
·특정 질병의 예후를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다른 유형의 고찰 연구

·Meta-narrative review
·Realist review
(실재주의 고찰)

·집단적 연구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복합적 중재가 어떤 맥락과 세팅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자료원: Straus, SE, Tetore, J., Grahan D.(2009). Knowledge translation in health care: 
moving from evidence to practice. Hoboken, NJ: Wiley-Blackwell. 

보건영역의 근거중심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략 혹은 인프라로서 ‘지식

확산’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식 전파의 단위는 연구합성을 통해 산출된 

고찰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특히 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방법론으로서 잘 정립된 체계적 문헌고찰과, 보건정책 혹은 공중

보건 영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복합적 중재에 유용한 실재주의 고찰

에 집중해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체계적 문헌고찰의 이론과 방법  

  가. 근거중심의학과 체계적 문헌고찰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 방법이 의학의 역사 

속에서 경쟁해왔다. 첫 번째 학파의 주장은 의학적 치료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 간의 비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학파는 치료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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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 전에 질병과 건강의 기저 원인(기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세 번째 주장은 임상적 ‘전문가’의 의견은 종종 강력한 역할을 하

며, 때로는 외적 근거 중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이었다. 근거중심의학은 

첫 번째 방법에 주된 무게를 둔 움직임으로서,1990년대 초반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Jeremy, 2011). 

Sackett 외(1996)는 근거중심의학을 “개별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 최신·최상의 근거를 신중하고, 명백하며,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근거중심의학을 실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

(非)효과적이거나 위해한 치료법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조사하

며, 임상실무에의 적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함

이다(Gray & Pinson, 2003). 또한 근거중심의학은 비평적 사고를 증진

시키기 위해 중재법의 효과성,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특이성, 예후인자의 

예측력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 면 히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근거로서의 

가치가 크다. 근거중심의학의 원리는 아래 [그림 2-5]와 같다(Akobeng, 

2005b).

〔그림 2-5〕 근거중심의학의 원리

자료원: Akobeng AK.(2005b). Evidence based child health 1. Principles of evidence 
based medicine. Arch Dis Child, 90(8), pp.83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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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거중심의학은 최상의 접근 가능한 연구근

거와 임상적 전문성, 환자의 가치와 의료자원의 비용을 통합시켜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법이다. 근거중심의학에서 체계적 문

헌고찰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연구유형일 뿐 아니라, 체계적 

문헌고찰이 확산되면서 근거중심의학의 영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생각

된다. 

근거중심의학에서 근거의 위계(hierarchy of evidence)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6 참조).

－ RCT 혹은 대조군이 없는 무작위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일

반적으로 관찰연구보다 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RCT와 관찰연구를 포함하여 비교임상연구는 기초연구

에서의 ‘기전적’ 추론(병태생리학적인 근거)보다 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비교임상연구는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보다 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2-6〕 중재와 치료 효과성에 대한 근거의 위계

자료원: Akobeng AK.(2005a). Understanding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Arch Dis 
Child, 90, pp.8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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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계적 문헌고찰의 정의와 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근거중심의학에서 제시한 근거의 위계에 의하

면 RCT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이며, 이는 

임상적 혹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안 찰머스

(Iain Chalmers)5)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특성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

준인 ‘엄격하고, 투명하고, 최신의’ 표준을 따르며, 이것은 과거의 덜 엄

격한 고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일차연구를 검색하고 비뚤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Fox, 2005). 국제적 표준으로 제시된 체계적 문헌고찰

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임상질문이나 리뷰가 대답할 질문을 대상 환자 혹은 

문제(patients or problems), 중재(intervention), 비교중재

(comparison) 결과(outcome)로 구성해서 만든다. 

2)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검토를 받기 위하여 동료나 전문가들에게 프

로토콜을 제출한다. 

3) 저자들은 출판되거나 출판되지 않은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검색

하고, 사전에 결정된 선정 및 배제기준에 근거하여 일차연구의 선정 

작업을 수행한다.

4) 비뚤림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질 평가도구

를 이용, 연구 방법론의 질적 측면을 평가한다.

5) 자료를 합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분석이나 다른 적절한 방법들

을 적용한다.

6) 합성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근거의 질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다. 

5) 이안 챨머스경은 영국의 보건의료분야 연구자로서 코크란 연합의 창시자이며 근거
중심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현재 린드연구소의 코디네이터로서 많은 연구를 수
행하고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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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문헌고찰은 2명 이상의 독립적인 검토자에 의해 사전에 개발된 

명확하고 재현 가능한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의 검

색·선정·질 평가·자료 추출 등은 매우 엄격하고, 사전에 정의된 객관적 

절차를 따르게 된다. 평가에 포함된 연구들의 정의, 설계(구조), 방법들은 

비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포함된 자료의 ‘내용’과 ‘설계(구

조)’는 분석되고 평가되며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기존의 종설과 

달리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법은 연구결과의 잠재적인 주관성 혹은 비뚤

림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Bartolucci & Hillegass, 2010). 전통적 

의미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다루는 질문과, 그에 따라 사용한 자료 및 

분석방법의 예를 <표 2-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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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유형 연구 질문 유형 질문 예시 리뷰방법의 다양성

중재법
고찰

관심 중재법은 특
정 의료결과에 대
해 작동하는가?

심혈관질환의 치료
를 위해 비타민 E는 
효과적인가?

연구유형: 종종 실험연구 한정시
켜 분석
비뚤림위험평가: 실험연구 초점
분석: 메타분석과 같은 양적 혹은 
질적 분석

네트워크
메타분석

관심 중재법은 특
정 의료결과에 대
해 작동하는가?

1단계 혈압강하제로 
장기간 치료받는 동
안 당뇨병이 발생할 
오즈는 얼마인가?

연구유형: 종종 실험연구 한정시
켜 분석
비뚤림위험평가: 실험연구 초점
분석: 직접비교와 간접 비교 둘 
다를 사용

진단검사
고찰

진단검사는 얼마
나 특정 집단의 
환자에게 잘 작
동하는가?

자궁경부암 환자에
서 림프절 상태를 
조사하는데 감시 림
프절 생검, PET, 
MRI, CT의 진단 정
확성은 어떠한가?

연구유형: 진단검사 연구에 중점
비뚤림위험평가: 진단검사 연구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
분석: 진단검사 임계점의 다양성
으로 인한 이질성 원인과 요약 통
계량에 근거한 진단법 메타분석 
수행

인간
유전체
역학 고찰

어떤 유전체가 
특정 의료결과와 
관련이 있는가?

7개 종류의 암에 대
해 160A 대립유전
자 보인자는 무슨 
감수성을 가지는가?

연구유형: 관찰연구 자료에 중점
비뚤림위험평가: 유전체 연관성연
구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
분 석 : H a r d y - W e i n b e r g 
Equilibrium과 같은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혼란변수와 비뚤림 양
적 검증
결과 통합에 사용된 통계적 방법
은 강력히 이질성에 근거

예후인자
고찰

질병 결과를 어
떻게 더욱 정확
하게 혹은 효율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B 형 나트륨이뇨 
펩타이드는 관상동
맥질환으로 진단받
은 환자에서 사망
률 혹은 다른 심장 
관련 의료결과를 
예측하는가?

연구유형: 종종 관찰연구 자료로 
한정
비뚤림위험평가: 예후연구와 관련
된 문제에 중점
분석: 다양한 예후인자를 가진 그
룹에 대한 의료결과를 비교, 
많은 혼란변수 보정필요
보고된 결과가 time-to-event 
라면, 생존분석을 포함

<표 2-5> 전통적 유형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질문과 방법론 

자료원: Straus SE, Tetroe J., Graham I. (2009). Knowledge Translation in Health Care 
Moving from Evidence to Practice. 25-28p에 있는 표를 수정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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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합성 활동: 코크란 연합 중심으로6)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그룹이 

보건의료중재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

써 근거중심의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코크란 연합은 1992년 옥스퍼드

대학에 설립되었는데, 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접근가능하며, 종합적인 방

식으로 보건의료 지식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임받아 현재 연구자, 의료서

비스제공자, 사용자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코크란 연합의 리뷰그룹 중 하나인「Cochrane Effective Practice 

and Organization of Care」의 초점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실무, 조

직화를 위해 설계된 중재에 대한 리뷰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코크란 리

뷰를 수행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리뷰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보건

의료서비스제공자, 정책결정자, 환자 및 보호자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정

보가 충분히 제공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7) 

Evidence for Policy and Practice Information and 

Coordinating Centre (EPPI-Centre)는 1996년에 설립되었고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리뷰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건

강증진과 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보건 이외의 분야(사회복지, 교육. 고용 등)에 대한 리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한편, 코크란 연합과 유사하나 보건의료 이외의 영역에 대한 리뷰

를 수행하는 기구로 캠벨 연합(Campbell Collaboration)이 있다

(Noonan & Bjørndal, 2010). 캠벨 연합은 좀 더 광범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질 높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제공하기 위해 코크란 연합이 개발한 방

6) http://eppi.ioe.ac.uk/cms/Default.aspx?tabid=68에서 2013.8.30. 인출.
7) http://epoc.cochrane.org/에서 2013.8.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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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8월 호주 코크란 센터의 한국지부가 설립되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있지만 리뷰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방법

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체계적 문헌고찰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안형식, 2011).

  라. 체계적 문헌고찰의 활용과 발전방향  

양적 체계적 문헌고찰의 주된 역할은 실험적· 관찰적 중재의 효과추정

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면, 방법론적으로 투명하고 강건하게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에 제시

된 결과(효과추정치)는 높은 수준의 근거로 간주된다. 양적 체계적 문헌

고찰은 일반적으로 의료기술평가연구, 진료지침 개발에 사용되며 궁극적

으로 건강보험 급여 의사결정 등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박병주, 

2009).

양적 체계적 문헌고찰의 장점은 실험적· 관찰적 중재와 관련하여 메타

분석을 이용한 자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단일한 효과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일차연구들이 일관성 없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질성의 원인이 추가적으로 탐색될 수 있다 

(Kitchenham, 2004).

양적 체계적 문헌고찰에도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 

의미의 양적 체계적 문헌고찰은 윤리적, 현실적 문제로 임상시험이나 조

사가 어려운 분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둘째, 복합적 성격의 중재에 방법

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이 낮아지는 문

제가 있다. 즉, 복합적 중재에 대한 연구를 합성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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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을 가져오게 되며 반대로 중재에 대해 협소한 정의를 적용하면 광범

위한 세팅 전반에서 실행될 중재법을 조사함으로써 획득하는 잠재적 관

련성을 놓침으로써 일반화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메타분석 시 주요 변수를 기

준으로 중재법을 범주화시켜 자료 합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한 메타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정성적 합성(narrative synthesis)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질적 자료를 포함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이나 관찰연구 이외에도 이질적인 형태의 자

료를 포함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 즉, 보건학적 문제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

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3. 복합적 중재에 대한 연구근거 합성이론과 사례

  가. 연구 배경

보건학적 중재, 특히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중재이거나 사회적 결정요

인들을 다루는 중재들은 통상적인 RCT 중재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중

재 자체가 여러 가지의 복합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중재의 고유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작위 할당, 혹

은 눈가림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중재가 실행되는 맥락에 따라서 상당한 변이를 보인다. 그러다보니 개별 

무작위임상시험 연구들에 기초한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으로는 근거를 종

합하기가 어렵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의 근거종합이란, 말하자면 ‘평균

적’이고 ‘일반적’인 효과크기를 추정하는 것인데, 프로그램 구성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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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이질성이 크다면 ‘평균값’과 ‘일반화’는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

이다. 

Pawson 외(2005)는 임상적 처치와 보건의료 프로그램/정책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면서, 각기 다른 성격의 연구들을 리뷰할 때에는 해당 

주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잡한 서비스 중재

(complex service intervention)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복잡한 서비스 중재는 일종의 이론이다. 중재는 어떤 서비스를 이러

저러한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관리한다면 결과가 어느 정도로 개선될 것

이라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리뷰는 가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

든 중재의 기저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이론을 추출하고 추적하며 평가하

는 것이어야 한다.

2) 복잡한 서비스 중재는 능동적이다. 이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투입’

을 통해서 효과를 달성한다. 임상시험은 무작위 할당이나 눈가림법을 통

해 시험의 참가자나 연구자의 의도를 차단하지만, 이러한 중재들은 기대 

결과에 연루된 참가자들의 생각과 지식을 통해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각기 다른 행위자와 

참여자들의 생각, 개인적 선택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중재이론은 긴 여정을 경과한다. 이러한 중재는 정책 결정자의 머리

에서 시작해 실무자와 관리자의 손을 거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달되

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다보니 다른 그룹과의 관계가 프로그램 실

행에 결정적이며, 전략가로부터 일선 실무자까지의 흐름 자체가 결정적

인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고, 일반 대중의 참여가 결정적 교환요소가 되기

도 한다. 중재의 성공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의 전체 경로에서 누적되는 

성공에 달려 있다. 따라서 최종 결과를 위해 수행된 중간 결과, 흐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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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혹은 쟁탈 포인트 등 프로그램 실행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

4) 복잡한 서비스 중재의 연쇄 고리는 선형적이 아니며, 때로는 역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행위자들의 상대적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실행의 방향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복잡한 서비스 중재는 다층적인 사회체계 안에 착근되어 있는, 취약

한 생명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재론 리뷰는 중재를 구성하고, 혹은 둘

러싸고 있는 사회적 실재의 다양한 층위들을 벗겨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똑같은 중재라 해도 각기 다른 맥락에서 성공과 실패가 모두 가능하

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6) 복잡한 서비스 중재는 누수가 존재하며, 모방되기 쉽다. 중재 전략

이 만들어지면 실무자가 전문가들을 만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중간관리 수준에서 이러한 네트워킹은 매우 강조되고 있

는 추세이다. 따라서 같은 중재라 해도 지역 상황에 맞게 다듬어지고 재

창조되며 변용되면서 실행될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7) 복잡한 서비스 중재는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는 개방 체계를 가진다. 

중재는 일단 실행되면, 처음에 그것이 작동되도록 했던 조건을 변화

시킨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에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실증적 근거

에 기초하여 중재가 개발되거나 혹은 엄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설명과 관련이 깊다. 즉 복잡한 서비스 중재가 가진 속성 자

체 때문에, 기존의 무작위임상시험이나 메타분석과 같은 방식으로는 근

거를 평가하거나 종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잡한 서비스 중재는 평가를 결코 할 수 없다거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이러한 중재들의 속성을 반영하고 고려



제2장 보건영역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과 방법 53

할 수 있는 근거 생산과 종합의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혹은 건강증진사업과 같은 복잡한 서비

스 중재들에 대한 근거를 종합하는 실재론 리뷰 (realist review) 접근법

을 소개하고, 한국사회에서 도입의 가능성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

재론 리뷰는 판단(judgement,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설명(explanation, 왜 혹은 어떻게)에 더욱 초점을 두는 근거종

합의 비교적 새로운 전략이다. 이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특정한 맥락과 

세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혹은 왜 실패하는지 기전을 밝히고자 한다. 

실재론 리뷰는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

으며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평가 분야에 도입되어 왔으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교적 늦게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Pawson et 

al., 2005).

  나. 이론적 배경

역학적 연구들은 대개 실증주의(positivism)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실증주의가 견지하는 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

학과 방법론은 일체이다, 2) 지식은 경험적 수단에 의해서만 생산될 수 있

다, 3)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경험적으로 확립

된 규칙성이나 법칙의 축적을 통해), 4) 과학적 지식은 검정 가능하다, 5) 

과학은 비뚤림을 야기하는 상식과 결별해야 한다, 6) 과학적 지식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Dunn, 2012). 그러나 Wainwright와 Forbes 

(2000)가 지적한 대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에 기초한 실

증주의 연구들은 사회적 복잡성, 맥락과 의미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복잡성, 맥락, 의미야말로 ‘사회적 세계’의 결정적



54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인 특징들이다. 또한 서베이 문항들은 문제를 구성한 이들의 가치를 반영

하고 있음에도 사회 활동의 중립적 설명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이를 

테면, 건강불평등 연구의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산층의 ‘사회적 응집’은 취약계층에게 소외와 배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실증주의는 관찰된 자료에서 얻은 예측의 성공을 인과성 

(causality) 혹은 설명 (explanation)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인식론적 측면에서 실증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해석주의 

(interpretivism) 또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주의는 1) 의미의 

해석(hermeneutics), 2) 반(反) 과학주의(anti-scientism), 즉 자연과학

과 사회과학의 분리, 3) 윤리 상대주의로서의 가치 중립, 4) 인간주의, 5) 

언어가 사회적 세계를 구성한다는 언어 구성주의(linguistic con-

structivism), 6)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관계를 중시하는 간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특징으로 한다. 실증주의가 객관적 진실의 확인

에 주목한다면 해석주의는 인간 경험의 내적/외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이

얼로그를 통역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꺼운 기술

(thick description)’ 과정을 거치며,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이론을 일차원에 가두어버

리는 경향이 있다. 연구 참여자(혹은 대상자)의 의식 세계 너머에 존재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힘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의해 세팅

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거짓 의식의 가능성을 무시하면서 생생한 경험을 

강조하다보니 종종 그러한 경험이 생성되는 사회적 맥락에 눈이 멀게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인식론적 상대주의로 쉽게 

이행하며, 극단적으로는 무정부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실재론자 관

점에서 볼 때, 실증주의 연구는 심층적 구조로부터 설명을 제시하기보다 

피상적 구조에 대한 기술만을 할 뿐이며, 해석주의자는 개인의 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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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상적인 ‘설명’을 제공할 뿐이다(Wainwright & Forbes, 2000).

그렇다면 비판적 실재론은 어떠한 원칙과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비판적 실재론은 기본적으로 ‘실재론’에 속한다. 세계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론으로서

의 관념론(idealist)에 대비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지식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론이 실려 있다. 실재주의자에게 과학의 목표는 모든 시공간

에 적용될 수 있는 진실이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실

천적으로 적절한(practically adequate)’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끊임없는 수정을 통해 얻어진다(이것이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셋째, 세계에는 필연성(necessity)이 존재하며, 자연적인 것이든 사

회적인 것이든 객체들은 반드시 특정한 인과적 힘이나 작동 방식, 특정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내적 인과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경험적 

사건을 지칭하는 ‘필연성’와 그러한 기전의 작동과 무관한 ‘우발적

(contingent)’ 요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진다. 넷째, 세계는 차별화되고 

계층화되는데, 개별적 사건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창

출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을 가진 주체들에 의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다

섯째, 실재주의는 사회과학이 그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Dunn, 2012).

이러한 기본 원칙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 비판적 실재론은 인과성을 

실증주의가 주창하는 방식대로 ‘규칙성’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만일 

인과성이 규칙성을 통해 발현된다면, 고유하거나 불규칙한 사건들(이를

테면 역사적으로 단 한번밖에 없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은 발생하지 못했

을 것이다. 또한 세계가 이미 수많은 규칙적 인과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다면, 인간들이 그러한 경로에 사전 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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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과론에서 규칙성 이론을 

기각하고 실재론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원인(cause)은 변

화를 만들어내는 데 책임이 있는 무엇이든(whatever) 가능하다고 간주

하며, 이러한 ‘인과적 힘(causal power)’ 개념은 어떠한 결정론도 의미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인과적 힘이 행사된다면 그 결과는 사전 결정된 것

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과적 힘이나 작동방식과 더불어 다른 객체들의 

우발적 존재, 맥락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Sayer, 1997). 

실증주의 전통에서는 경험적 사건들이 유형화되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폐쇄된 시스템이 아닌 개방체계를 탐구하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그러한 규칙성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비판적 실재론 관점

에서 볼 때 인과관계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힘과 책임의 문제이며, 이러한 인과적 힘과 책임은 실제로 행사되거나 경

험되든 아니든 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실증주의 

연구에서 즐겨 활용하는 계량적 자료 뿐 아니라 해석주의적 연구들이 주

로 채택하는 질적인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굳이 양적 연

구 대(對) 질적 연구로 구분하기보다, 다루는 질문과 접근에 따라 1) 규칙

성을 확인하고 일반화를 전제로 하는 포괄적(extensive) 연구와, 2) 어떻

게 과정이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심층적(intensive) 연구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국 실재론적 접근에서 인과성이란 실천적 적절성

(practical adequacy)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며, 지식의 적절성은 

맥락에 민감한 방식으로 실천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Dunn, 2012, 그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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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비판적 실재론에서 주창하는 연구 유형화 

자료원: Dunn.(2012). Explanation, philosophy and theory in health inequalities 
research: towards a critical realist approach. In: O'Campo P, Dunn JR 
(eds) Rethinking social epidemiology: towards a science of change. 
Springer.

비판적 실재론의 이러한 원칙, 인과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복잡한 서비

스 중재를 평가하고 근거를 종합하는 데 적절한 길잡이가 된다.

  다. 실재론 리뷰: 원칙과 방법, 연구사례

1) 원칙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판적 실재론의 핵심은 인과성에 대한 고유한 이

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시험 같은 연속론 모형(successionist 

model)에서는 원인 X가 작동했을 때(‘실험’ 혹은 ‘중재’), 결과 Y가 뒤따

르는 것을 확인하면 인과성이 확립된다. 이와 달리, 비판적 실재론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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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형성적 모형(generative model)에서는 X와 Y라는 두 개의 사상들 

사이에 인과적 결과(causal outcome, O)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를 연

결하는 기저의 기전 (mechanism, M),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발생하는 

맥락(context, C)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특정 훈련프로

그램이 실업율을 감소시키는지(O)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

한 개인들의 기술과 동기가 변했는지 여부 같은 기저의 기전(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인력 부족이나 고용기회가 있었는지 같은 

맥락(C)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즉, 실재론적 평가를 한다는 것

은 CMO 구성(C-M-O configuration)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평가의 기본 질문은, ‘무엇이 효과적인

가’에서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

로 작동하는가(what works for whom, in what circumstances, in 

what respects and how)’로 바뀌어야 한다(Pawson, 2005).

2) 접근 방법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실재론 리뷰를 소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

고 있는 Pawson(2005)은 다음과 같이 리뷰 단계를 요약했다. 이는 결코 

단계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상호 중첩되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 Step 1: 고찰 범위 확정

○ 질문 확인 

－ 리뷰하려는 중재의 속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반복적인 작업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연구자와 연구 발주자가 예상하고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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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이 불확실하고 반복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

하는 것 자체가 리뷰 과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 또한 연구자와 연구 발주자 사이에 이 리뷰의 속성이 ‘설명적 

(explanatory)’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해야 한다. 따

라서 발주자가 모호하고 일반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알아서 작업을 하기 보다는, 리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부터 함께 협상하고 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질문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중재의 성격과 내용

중재 사용의 정황 혹은 맥락

정책 의도나 목표 

○ 리뷰의 목표 다듬기

－ 이론적 충실성 – 중재가 예측한 대로 작동하는가?

－ 이론 판결 –어떤 이론이 가장 적합한가? 

－ 비교 – 중재가 어떻게 다른 세팅,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작동

하는가?

－ 실재성 평가 – 중재의 정책의도가 어떻게 실천으로 전환되

는가? (실제 실행에 대비하여 공식적인 기대를 평가)

○ 탐색할 핵심 이론 기술

－ 탐색적 검색에 의해 타당한 프로그램 이론의 ‘긴 목록’을 작성

한다(Step 2 참조). - 첫 번째 전략은 연구 발주자, 정책 결정

자,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추측, 문제의 틀 등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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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들을 범주화하거나 종합한다. - 모든 이론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이론을 검토

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근거로 채워진 이론에 기초한 평가 틀을 설계한다.

－ *이 단계에서 근거 사용자의 참여는 매우 결정적이며, 특히 중

재를 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능동적이고 지속적

인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 Step 2: 근거 검색 

○ 문헌에 대한 감을 얻기 위한 탐색적 배경 검색 

○ 출현하는 자료들에 대해 포함 기준을 다듬어가며, 핵심적인 프로

그램 이론을 확인하는데 점진적으로 초점

○ 이러한 이론들의 한정된 부분집합을 검정하기 위한 의도적 표집

과 더불어 새롭게 도출되는 가설을 탐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눈덩

이’ 표집 시행 

○ 리뷰가 거의 완결 단계에 이르면 추가적 연구를 찾는 최종 검색

－ 실재론 리뷰의 문헌 검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다르다. 첫째, 타당한 문헌들의 한정된 

집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잠재적으로 타당한 추가적 정보

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둘째, 수집된 문헌들 중 

엄 성에 근거하여 아주 일부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

은 실재론 리뷰 결과의 타당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감소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실재론 리뷰에서 각기 다른 

일차 연구들은 근거의 전반적인 종합을 구성하는 풍부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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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기 다른 구성요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헌 검색 자체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

호작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각종 데이터

베이스와 키워드를 활용하는 기본 검색 방법은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지만, 몇 가지 강조해야 할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학술잡지에 실린 논문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회

색 문헌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다루고 있는 해당 주

제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학교 성과의 대중적 공개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보건의료 

조직성과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중재를 평가하는 데 참고자

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실재론 리뷰의 문헌 검색은 체계적 문

헌 고찰과 달리 검색을 위해 선택된 핵심 단어들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 Step 3: 일차 연구들을 평가하고 데이터 추출

○ 공식적인 평가 점검표를 보완하기 위한 판단 사용, ‘목적 부합성’ 

고려 

－ 타당도 – 연구가 검정하고자 하는 “이론”을 다루고 있는가? 

(특정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님)

－ 엄 성 – 연구는 연구자들이나 혹은 평가자가 그 연구로부터 

도출한 결론을 뒷받침하는가?

○ 자료 추출 양식과 메모 장치의 ‘맞춤형’ 세트 개발 

○ 근거로 평가 틀을 채우기 위해 각기 다른 연구로부터 다른 자료들

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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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론 리뷰 또한 연구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질의 평

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다른 입장을 취한

다. 실재론 리뷰는 보다 풍부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차용하기 때문에 근거의 ‘위계적’ 접근을 

거부한다. 예컨대 복잡한 서비스 중재를 RCT로 진행하는 경

우, 이들은 대부분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

께 실행된다. 또한 맥락에 따라 변형될 가능성이 높고 대조군

으로 선택된 지역이라 해도 변화의 혼돈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재의 도입 전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RCT 연구가 반

드시 관찰연구보다 타당도가 높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실재론 리뷰를 통해 근거를 종합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들의 

각기 다르게 기여하는 부분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 연구의 질 평가에 대한 실재론의 원칙은, 연구의 

가치가 종합 과정에서 확립되는 것이며 미리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Step 4: 근거를 종합하고 결론 도출 

○ 프로그램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자료 종합 – 어떤 상황에서, 누

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정

○ 리뷰 목표가 종합 과정을 추동하도록 함(Step 1 참조) 

○ 맥락의 영향에 관한 통찰력을 생성하기 위해 ‘모순적인’ 근거 활용

○ 일반적 포맷으로 일련의 맥락화된 의사결정 지점으로 결론 제시

－ ‘만일 A라면, B’ 혹은 ‘C의 경우라면, D’는 작동하지 않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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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높음.

⧠ Step 5: 배포, 실행, 평가 

○ 즉결을 요하는 정책 맥락에서 당길 수 있는 지렛대에 특별히 초점

을 두면서, 핵심 당사자들과 함께 권고와 결론 초안을 작성하고 

평가 

○ 권고들을 특정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정책 결정자

들과 함께 작업 

○ 리뷰에 의해 드러난 맥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보

정되는 정도의 측면에서 평가: ‘동일한’ 프로그램이 한 세팅에서

는 확장되고, 다른 세팅에서는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음.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재론 리뷰의 결과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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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주의 문헌고찰 전통적인 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유형 복잡 간단, 별개

초점
설명적 (explanatory): 웰빙을 개선시
키는데 X가 어떻게, 왜 작동하는가?

판단 (judgemental) : X가 웰빙을 
얼마나 많이 개선시키는가?

타당한 
근거 유형

광범위한 연구 포함 (즉,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대부분 양적 연구, 효과성에 초점

근거의 
원천

전문가 심사 문헌, 정책 문헌, 이해 
관계자 상담, 초점집단, 회색문헌 
(예, 보고서, 회의 자료)

대부분 동료 심사 받은 양적 연구, 
효과성에 초점

방법

이론 중심 종합: 중재를 구성요소 이
론들로 분해하고, 보유한 맥락 자료
와 기본 이론의 맥락적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정교화

통계적 종합/ 메타 분석: 개별 연
구에서 나온 자료의 통계적 결합 
및 요약

결과
프로그램 성공을 촉진하는 기전과 근
본 이론의 확인

프로그램 효과성의 통계량

<표 2-6> 실재주의 고찰과 전통적 체계적 문헌고찰 비교 

자료원: Kirst M, O'Campo P.(2012). Realist review methods for complex social problems. 
In: O'Campo P, Dunn JR (eds) Rethinking social epidemiology: towards a science 
of change. Springer. 

3) 실재론 리뷰의 적용 사례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사업 중재 분야에 대한 실재론 리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 이 단락에서는 실재론 리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하기 위해 토론토 대학 O’Campo 

교수팀의 연구를 요약한다. 이들은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문제를 동시에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이 무

엇인지를 실재론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다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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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연구의 동기와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논문으로 선정했다.

O’Campo P, Kirst M, Schaefer-McDaniel N, Firestone M, Scott A, 

McShane K.(2009). Community-Based Services for Homeless Adults 

Experiencing Concurrent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Realist Approach to Synthesizing Evidence. J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86(6), pp.965-989.

가) 연구배경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특

히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효과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잘 

설계된 평가 연구를 하는 것 또한 어렵다. 이는 캐나다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사업에 투여하는 노력은 상

당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활동가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 정말 어떤 

사업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 연구는 토론토 대학의 도심 건강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on Inner City Health, CRICH) 연구자들과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및 복지 조직 실무자들의 학계-지역사회 파트너십

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연

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O’Campo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연구센터와 지역사회 

사이에는 상당한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실재론적 고찰(realist review) 방법을 채택했으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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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 정신질환과 물질남용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성인 노숙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중재 접근법은 무엇인가? 

○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혹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관련 있는가?

나) 연구 방법

① 다학제 파트너십

연구를 수행한 도심 건강연구센터는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왔던 곳으로 정책결정 그룹, 지역사회 조직들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다. 

② 연구질문 설정과 근거 수집

앞 절에서 소개한 Pawson(2005)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진은 반복

을 거듭해가며 연구 질문을 정하고 연구의 범위를 설정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어떠한 근거를 요구하는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학술문헌과 관련된 보고서, 논문의 주저자들에 대한 이메

일 질의와 전화를 통한 면접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최종 자료를 확정했

다(그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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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근거 수집 과정

자료원: O’Campo P, Kirst M, Schaefer-McDaniel N, Firestone M, Scott A, 
McShane K(2009). Community-Based Services for Homeless Adults 
Experiencing Concurrent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Realist Approach to Synthesizing Evidence. J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86(6), pp.965-989.

③ 프로그램의 결과 변수

원래 리뷰가 목적한 대로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과 관련된 결과를 일

차 결과지표로 삼았다. 물론 다수의 연구들이 주거 안정성이나 만족도 같

은 비임상적 결과를 함께 보고했고, 지역사회 파트너들 또한 이러한 문제

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부차적 결과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를 종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리뷰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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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질 평가

질 평가의 초점은 대개 방법론적 엄 성에 초점을 두지만, 이 연구에서

는 해당 연구가 탐구 질문에 적합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지, 혹은 목적

에 적합한지에 초점을 두었다. 만일 방법론적으로 양질의 연구가 아니라 

해도, 전체적인 근거 종합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리뷰에 포함시

키되 낮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또한 질 평가는 문헌 검색과 추출, 근거 종

합 단계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연구 설계 요소로서 통계적 검정

력, 표본 추출 전략, 대조군 특성, 평가의 방법, 내적․외적 타당도 등을 살

펴보았다. 또한 무엇이, 왜 작동하는가에 대한 결정에 가용한 근거의 질

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나 기전에 대한 ‘두꺼운(thick)’ 혹

은 ‘얄팍한(thin)’ 기술 여부를 판별했다. 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술, 표적 인구집단에 대한 적합성,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기술, 이상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프로그

램 기전에 대한 근거의 질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문헌에 근거하여 논거

를 제시한 저자의 진술보다는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진술에 더 큰 가중치

를 주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방법론적으로 강건한 설계를 가진 연구와 

프로그램 기전에 대한 보다 두꺼운 기술을 제공한 연구들에 더 큰 가중치

를 주는 방식으로 근거의 질을 평가했다. 

⑤ 자료 추출과 종합

문헌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팀 토론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이유와 모형들을 확인해나갔다. 처음에는 프로그램들은 공통된 

접근방법이나 모델에 따라서 유형화하려고 했는데, 같은 유형 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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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질성이 있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혼합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유형화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 중 유망한 것들을 추출하는 방

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보다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은 틀을 구성

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틀이 특정한 어느 한 연구로부터 직

접 도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떠한 연구도 이들 요소를 모두 포괄하지

는 않는다는 점이다. 리뷰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은 좀 더 강력하거나

(실선으로 표기) 약한(점선 표기) 연관성을 가진 근거들을 제공함으로써 

틀의 부분들을 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의 정신건강 증진 과정에 대한 개념틀

자료원: O’Campo et al,(2009). Community-Based Services for Homeless Adults 
Experiencing Concurrent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Realist Approach to Synthesizing Evidence. J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86(6), pp.96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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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와 고찰

이 연구는 검토한 10개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위의 그림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를 성공과 관련된 주요 요소로 추출했다. 특히 프로그램 이용자

의 자율성 보장은 성공적인 프로그램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었

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의 전략들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똑같은 

전략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이질

성과 방법론적인 취약함은 근거 종합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적 제한점은 사실 노숙인처럼 주

변부화된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나 추적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도전과제이며, 이 연구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리뷰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검토 대상 문헌들이 프로그램

이나 인구집단 특성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락적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가이드로 삼을만한 실재론 리

뷰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이 이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했을 때, 사독자들로부터는 좋은 평

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재론 리뷰가 보건학계에 널리 알려

진 것은 아니기에, 사독자들이 충분히 이를 이해하거나 적절한 비판을 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보건복지 실무자들과 활동가들은 이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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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재론 리뷰의 한계점

실재론 리뷰는 방법론이나 공식이 아니며, 양적/질적, 형성적/요약적, 

전향적/후향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는, 본질적으로 다원적이며 유연한 탐

구의 로직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복잡한 서비스 중재의 개발과 평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

을 가지고 있다(Pawson, 2005).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복잡한 서비스 중재는 동적인 복잡한 시

스템으로 개념화된다. 이렇게 체계 내 체계 (systems-within-systems)

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자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론적 제한점을 

부여한다. 첫째, 얼마나 많은 영역을 연구자가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다. 중재는 다수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나 구성요소마다 관련 

이론들과 행위자, 고유한 맥락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가자는 중재의 특정한 어떤 측면을 우

선순위로 두고 검토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 깊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연구자가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과 질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맥락이나 다양한 행위자들을 이해하려면 공식 문서 이외에도 비공식 정

보들이 중요한데 이는 연구자가 쉽게 얻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일차 자료원에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고 형태에 제한이 있다. 실재론 리뷰는 강건하고 즉각적인 

전달이 아니라 맥락적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진

실보다는 해명(illumination), 표준화보다는 맥락적인 정교화를 제공하

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식화되고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재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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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는 통상적인 코크란 리뷰가 의미하는 방식의 표준화나 재현가능성이 

없다. 셋째, 실재론 리뷰는 기껏해야 잠정적 권고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론들이 맥락적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한 효과크기를 산출하지 못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은 그 자체로 중대한 결점이라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절한 연구주제, 연구목표에 따라 

그에 타당한 근거종합의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것이 때로는 RCT에 

대한 통상적인 체계적 문헌고찰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서비스 중재인 

경우에는 실재론 근거종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 한국사회에서 실재론 리뷰의 적용 가능성

우리 사회에도 지역사회 대상 보건․복지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

한 중재사업들이 대부분 복잡한 사회적 중재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이

러한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엄 하게 하지 않거나, 혹은 평가 연

구를 진행한 경우라도 체계적 고찰 방식으로 근거를 종합하기 어려운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해외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중재사업들이 

한국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입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제

도적 환경이나 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이 상이한 상황에서 해외의 성공적인 

중재사업들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

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재론 리뷰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근거 종합의 접근법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실재론 리뷰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외에서 유망하다고 알려진 공중보건 중재사업들이 성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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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혹은 실패했던 맥락과 작동 기전들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이들 프로그램의 도입 시 이러한 요인들을 핵심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다.

둘째, 그동안 국내의 수많은 공중보건 중재들은 RCT 같은 설계가 어렵

다는 이유로 아예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재론 방법

을 활용한다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지역사회 중재들로부터 ‘무엇

이,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효과적인가’를 종합해냄으로써 기존의 사

업들을 재평가하고 근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중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실재론 리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개별적으로 수행된 중재사업의 경우, 결과 지표만의 보고가 아니

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 지역사회 맥락, 인구집단 특성 등에 대한 ‘두

꺼운 기술 (thick description)’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러한 상세한 기술은 전형적인 학술논문 양식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보고서 같은 회색 문헌 (gray paper)의 참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학술논문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비해, 원 자료가 되는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검색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

이다. 임상시험을 등록하는 것처럼 지역사회 중재연구에 대한 일종의 아

카이브가 구축된다면 실재론 리뷰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둘째, 토론토 대학 O’campo 교수진의 연구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사회 중재를 비롯한 복잡한 사회적 중재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

에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는 연구팀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

을 가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나 정책결정자처럼 근거의 사용자/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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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과정에 긴 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는 학술연구 풍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

도 촉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의 공모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정책결정자들의 리뷰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방

법이 될 것이다.

셋째, 실재론 리뷰 방법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연

구자들 사이에서 실재론 리뷰 방법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다른 한편에

서는 정책결정자나 사업 발주자들이 복잡한 사회적 중재의 효과 평가, 근

거 종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거듭 지적했듯, 실재론 리뷰는 연구진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연구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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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식확산 활동에 대한 분석틀

1. 지식확산 활동 분석의 초점

연구근거를 정책 및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증진

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국가나 개별 기관 혹은 개인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근거활용 증진에 

대한 활동을 국가적 수준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보건정책 및 실무에서 연구근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확산의 대상이 되

는 연구는 주로 체계적 고찰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개별 연구를 종

합한 것이 된다. 이는 개별연구를 합성한 연구결과가 정책 혹은 실무의 

의사결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Lavis 외(2006)는 메타

분석, 체계적 고찰이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즉, 체계적 고찰 등은 ‘what 

works?’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별 연구보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높으며, 연구사용자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타당도에 대한 구조적 판

단을 거쳤다는 이점 등이 있다. 또한 연구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결과로부

터 실행가능 메시지(actionable message)를 도출해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1]은 WHO에서 연구근거의 활용 관점에서 제시한 ‘지

식 피라미드(knowledge pyramid)’이며, 체계적 문헌고찰은 물론 연구

결과에서 실행 메시지 도출 및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HO, 2004).

외국 보건영역의 지식확산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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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식 피라미드 

자료원: WHO(2004). World Report on Knowledge for Better Health: Strengthening 
Health System. Geneva: WHO, pp105-108.

정책과 실무에서의 연구사용을 설명하는 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

생산자와 연구사용자를 두 개의 공동체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연구생산

자의 연구 어내기(push) 및 연구사용자의 연구 끌어당기기(pull) 활동

과 두 공동체 사이에 개별 혹은 집단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WHO가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무를 연계하

는 노력(efforts to link research to action)을 증진하는 활동을 구조화

하여 국가적 활동에 대한 분석틀로 적용하고자 한다.

2. 지식확산 활동에 대한 분석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무와 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을 증진하는 활

동의 초점은 실행이 가능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개별 

연구보다는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policy brief’ 등에 초점을 둔다. 또

한 국가적 수준에서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전통적 활동을 넘어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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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개자 혹은 중개활동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

락에서 Lavis 외(2006)는 WHO의 지원을 받아 국가적 수준에서 보건연

구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된 노력을 평가하는 틀을 제시하였고, 개

발도상국의 활동을 평가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틀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 연구 활용에 대한 전반적 환경, 2) 연구 생산, 3) 연

구 확산 및 교환활동(push effort), 4) 연구사용자의 연구 활용을 촉진

(user-pull efforts)하는 활동을 포함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2]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림 3-2〕 국가적 수준의 지식확산 활동에 대한 분석틀

자료원: Lavis JN., Lomas J, Hamid N, Sewankambo NK. (2006). Assessing country-level efforts to 
link research to actio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6)84(8), pp.6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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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 환경

국가 정책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와 정책(실무)의 연계에 가치를 

두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Lavis 외(2006)는 연구가 정책이나 실무

로 잘 연결되려면 이와 같은 활동을 전담하는 특정 기관(재원제공자, 연

구기관, 연구중개만 담당하는 기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생산자들이 연구 확산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 활용에 대해서 가

치를 두고 활동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중개기구, 연구사용자와 정기적으

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연구의 정책 및 실무 

연계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하다.

2) 연구 생산

Lavis 외(2006)는 연구생산 측면에서는 일부 연구재원 제공 기관에서

는 정기적으로 연구 우선순위 선정에 연구사용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범위 설정 등에서 연구 사용자가 생각하는 연구와 정

책 혹은 실무의 간극을 파악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연구생산을 지

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연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복 연구를 막기 위해서 체계적 고찰 

등과 같은 연구를 등록하고, 추가 연구를 적절히 설정하는 활동에도 가치

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

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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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확산 및 교환을 위한 노력

전통적으로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은 연구를 생산한 후 학술대회에서 

이를 발표하거나 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정책과 실무에 연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확

산 활동이 필요하다. 

Lavis 외(2006)는 정기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등에서 실행이 가능한 

메시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위해 적합한 메시지를 도출하

거나 형태를 달리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전담하는 특정 

기구가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자 그룹에서 생산된 연구의 확

산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연구기관, 재원제공자 혹은 지식중개그룹 등

이 연구사용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연구를 집적하고, 한 곳에

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신속 대응 유닛’을 만들어서 운영

하며, 연구 확산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긍정

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연구생산자 혹은 지식중개자(knowledge broker)가 연구사용자

와의 교환 노력(exchange efforts)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연

구생산자와 연구사용자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상호 관심사를 공유해 연

구 주제 설정부터 생산, 정책과 실무활용에 필요한 작업 등과 같이 다양

한 활동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8)

8) Lavis 외(2006)는 연구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협력과 같은 교환노력을 4개 영역과 
별도 제시하였으나, 실제 사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른 활동과 명확히 구분
되지 않고 연구생산자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 확산 영역과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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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사용자의 활용 촉진 노력

연구사용자들이 스스로 연구사용을 평가하는 틀을 사용하고 이를 제도

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사용을 증진하는 구조와 과정을 개발

하며, 연구사용자의 연구 활용 증진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 연구 활용 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2절 영국 보건영역의 지식확산 활동

영국에서 연구근거가 임상실무 혹은 보건정책 의사결정과정으로 통합

되는 주요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연구기금 고찰 보고

서’(Cooksey, 2006)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관련 문헌과 

함께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1. 전반적 환경: 근거사용을 지지하는 문화조성

영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위 정책결정자에 의해 정책에서 ‘근

거중심접근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어 왔으며, 현재의 연합정부도 그

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Katikireddi et al., 2011).  2010년 7월 공

중보건 회의에서 란슬리 보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Lansley, 

2010).

“공중보건서비스는 근거와 평가를 통하여 좀 더 강건한 검증을 충

족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편익이 검증된 효과적 중재법만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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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보건부는 1970년대부터 다음의 4가지 시도를 통하여 보건연

구체계의 개발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연구생산자와 연

구사용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왔으며, 구체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Hanney et al., 2010).

1) 연구 소비자로서의 정부 : 1971년에 정부와 과학(연구) 간의 연계를 

강조하였고, 정책담당자(정부 공무원)와 응용연구 연구자 간의 명

확한 ‘소비자-계약자’ 관계가 제안되었다.

2) 연구 소비자로서의 NHS : 1991년 R&D 책임자인 Peckham은 

NHS R&D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 관리자 

및 전문가들 간의 연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연구와 개발(R&D)

을 NHS로 통합시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Peckham, 1991).

3) 연구 소비자로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2005년에 제

안된 보건국부 R&D 전략으로 보건연구의 최종적인 소비자로

서 환자를 포함시켰으며, 2006년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의 설립을 이끌었다. 

4) 보건 R&D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산업계와 기타 이해관계자 포

함 : 2006년의 Cooksey 보고서(2006)는 모든 공적 재원을 제

공받은 보건연구에 대한 고찰을 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산업

계와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환 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강조하였으며, 

Office of Strategic Coordination of Health Research 

(OSCHR)을 설립을 제안하였다. 

NIHR은 보건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NHS에 필요한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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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관과 일하며, 환자와 대중의 요구에 

중점을 둔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연구체계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Hanney et al., 2010). NIHR은 환자와 대중의 편익에 대한 

응용보건연구(applied health research)의 양을 증가시켰으며, 기초과

학의 발견을 환자와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편익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

였으며, 응용보건연구를 수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NIHR의 주요 관리 영역은 4가지로, 첫째, 연구의 위탁 및 연구비 지

원, 둘째, 좋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공급, 셋째, 연구 

참여 및 수행 인력에 대한 지원, 넷째, 윤리적 연구를 관리하기 위한 단일

하고 효율적인 체계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쉽게 임상연구

가 수행되도록 하였다(NIHR, 2013).

[그림 3-3]에서 영국 보건영역 연구의 생산과 확산, 활용 경로를 제시

하한 바에 의하면, 기초연구의 생산은 Medical Research 

Council(MRC)이 담당하고 있고, NIHR은 기초연구에서 나온 새로운 중

재와 도구가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며, 정책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NIHR이 후원한 응용연구의 주요 사용자는 NHS와 의료서비

스제공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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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영국 보건연구 환경에서 NIHR의 역할 

자료원: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Version 8 (July 2013) 수정해서 제시

Cooksey 보고서(2006)에 의하면 영국은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나, 연구 결과를 보건의료 실무로 전달하는 경로는 그렇게 성공적

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연구와 정책 혹은 실무 간의 간극은 두 개로 구

분할 수 있는데, ‘1차 간극’은 기초와 임상 연구를 아이디어와 의료기술

로 전환(translation)하는 문제이며, ‘2차 간극’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의

료기기, 의약품, 시술을 일상적 임상 실무로 도입하는데 발생하는 것으

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Cooksey 보고서의 권고사항대로 2007년 OSCHR가 설립되었으며, 

주요 역할은 MRC와 NIHR의 연구 예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영국 내 전

반적 연구 활동을 조정하며, 기초연구가 NHS 환자를 위하여 보건의료실

무로 이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9)

NHS는 임상진료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 

9) http://www.nihr.ac.uk/about/Pages/about_oschr.aspx에서 2013.9.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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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Tooke, 

2007). NIHR은 상위 고등교육기관과 지역 NHS 당국과의 협력을 증가

시키는 전략 중 하나로 Collaborations in Leadership and Applied 

Health Research and Care(CLAHRCs)를 설립하고 연구비를 지원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생산과 확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Hanbury et al., 2010).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care Excellence(이하 NICE 로 함)

는 최근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에 근거해서 비정부 공공

기관이 되었다. 후원 부서인 보건부에 대한 책임을 갖지만, 조직적으로는 

독립적이다. 그리고 기관의 명칭을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로 변경하였다10). 한편 2013년 4월 기본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어, 사회복지 분야 지침과 질 표준을 개발하는 책임을 갖

게 되었다.11) 2013년부터 새로운 NICE 사회복지협력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케어’와 ‘돌봄 대상인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회복지 질 표준을 출판하였

다.12)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영국 보건연구체계의 발달과정을 정

리하면 [그림 3-4]와 같다.

10) 조직의 약칭은 이전과 같이 NICE로 유지하였다. 
11) http://www.nice.org.uk/aboutnice/whoweare/who_we_are.jsp에서 2013.9.30.인출.
12) http://www.scie.org.uk/nccsc/에서 2013.9.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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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영국 보건연구체계의 발달 과정

자료원: Hanney S, Kuruvilla S, Soper B, Mays N.(2010). Who needs what from a national 
health research system: lessons from reforms to the English Department of 
Health's R&D system. Health Res Policy Syst 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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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생산 

  가. NIHR의 연구프로그램 

NIHR의 연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구는 NIHR Evaluation, Trials 

and Studies Coordinating Centre(NETSCC)로 Southampton 대학

에 2008년 설립되었다. NETSCC는 5개 평가연구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NIHR과 MRC의 임상시험을 위한 조정 프로그램을 제외하

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았다.

1) 의료기술평가 프로그램 

1993년부터 NHS 의료기술평가 프로그램은 의료기술의 일상적 임상

실무 영역에의 권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임상적 그리고 비용-효과

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의료기술평

가 결과의 주된 사용자는 NICE를 포함한 NHS와  관련 위원회 등이다. 

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은 보건부에 대한 책무가 있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는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연구기금에 관한 결정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

다.13)

일반적으로 의료기술평가 프로그램은 이전에 수행된 연구를 합성하여 

재분석되는 근거 합성을 주로 한다. 근거합성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대리표지자 결과14)보다는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결과

13) http://www.nets.nihr.ac.uk/programmes/hta에서 2013.9.30. 인출.
14) 환자의 건강결과 중 사망률 과 삶의 질과 같은 일차결과보다 혈압변화 혹은, 입원일수 감
      소와 같은 중간 결과를 주로 의미한다. 



제3장 외국의 Knowledge translation 관련 정책과 활동  89

를 가진 임상시험 혹은 여러 제약회사의 약제 간 직접 비교와 같이, 보편

적으로 산업계에서 꺼리는 분야의 연구 틈새를 채움으로써 ‘R&D mar-

ket gap’을 해결해왔다고 한다(Cooksey, 2006).

NICE를 포함한 국가 NHS 의사결정기구와 다른 정책소비자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기술평가 리뷰(Technology Assessment 

Review: TAR)팀에게 주제를 배정하며 각 리뷰 팀은 평가보고서를 생산

한다(NIHR, 2013). 즉, NHS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필요한 신·구 약제, 

치료법, 시술의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NICE 평가(appraisal)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이다.15) (그림 3-5 참조).

〔그림 3-5〕 의료기술평가의 생산과 NICE 평가위원회 검토 

자료원: NIH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me - working with NICE and 
policy custommers, 2013. http://www.nets.nihr.ac.uk/programmes/hta/policy 
customers/policy-customers-leaflet.pdf.에서 2013. 11. 25 인출 

15) http://www.netscc.ac.uk/systematic_reviews/에서 2013.9.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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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와 전달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의료서비스와 전달에 대한 연구(Health Services and Delivery 

Research) 프로그램은 의료비용과 결과를 포함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조직화에 대해 강건하고 개연성 높은 근거를 생산하여 NHS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16) 이 프로그램은 NHS의 질, 효

과성, 형평성, 접근성, 환자 경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며, 연구자 주

도 연구주제 선정 및 위원회를 통한 지정주제의 공모를 통한 연구계약 흐

름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어도 300개 이상 연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이

들 연구들은 실험설계, 준-실험설계, 조직 사례 연구, 질적 연구와 같은 

일차연구 이외에도 근거합성, 이차연구 및 모델링과 같은 연구유형을 포

함하고 있다(NIHR, 2012-2013).

최근에 의료서비스와 전달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 연구로는 최근 

연구주제로는 환자 경험을 다룬 ‘치매 입원환자의 통증 관리’, 의료서비

스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로는 ‘심질환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변이에 

대한 양적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의료의 질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출생 

장소로 산과 병동, 조산 병동, 집 중 어떤 곳이 더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

가 있으며 연구결과의 확산 및 실무 전환을 다룬 것으로는 ‘최고 관리자

는 어떤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3) 공중보건연구 프로그램 

공중보건연구(Public Health Research) 프로그램은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대중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NHS에서 제공되지 않는 중

16) http://www.netscc.ac.uk/hsdr/index.html에 2013.9.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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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의 편익, 비용, 수용가능성,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

공하면서 공중보건중재법을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연구자 주도 연구주제 공모 및 위원회의 공

모를 통한 연구계약 등 두 가지 업무흐름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 연구 

주제의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처리를 적용받기도 한다. 이 프로그

램에서 근거합성과 일차연구 모두가 수행되며, 일차연구 설계는 무작위

대조군임상연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특히 자연적 실험

(natural experiments)을 평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NIHR, 

2013).

4) 체계적 문헌고찰 프로그램 

① 영국 코크란 센터17)

NICE가 설립되기 전, NHS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로 1992년에 설립된 영국 코크란 

센터가 있다(Hanney et al., 2010). 영국 코크란 센터는 코크란 연합에 

속한 14개 센터 중 가장 먼저 설립된 곳으로 NHS R&D 프로그램과 

NIHR의 주요 거점이다. NIHR은 코크란 센터에 소속된 22개의 리뷰그

룹에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코크란 센터에서는 약제, 진단검사, 시술과 같은 치료법, 질병예

방 및 재활, 보건정책에 대한 근거를 합성하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연구방

법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17) http://ukcc.cochrane.org/about-uk-cochrane-centre에서 2013.9.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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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18)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CRD)은 NIHR의 일부로, 

요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CRD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기반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 

및 공중보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다. 이 센터는 잉글랜드의 

NIHR, 북아일랜드의 공중보건기관의 보건부, 웨일즈 입법부의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Care and Health Research(NISCHR)

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 임상실무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연구근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생산, 

촉진

○ 주요 건강 및 공중보건 이슈에 대한 연구근거와 높은 수준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 확산

○ 근거기반 보건 및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합성 역할 증진

○ 보건국, NIHR, 보건전문가, 정책결정자, 보건연구자들에게 지식 전

파 주제와 근거합성에 대한 정보, 자문, 지침 제공

○ 근거합성에 대한 가치와 역할의 증진, 훈련, 멘토링을 통하여 영국 

내 체계적 문헌고찰, 지식전파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 개발

또한 CRD는 NICE가 위임한 연구 혹은 NIHR 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

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며, 공중보건연구 컨소시엄 및 지역 NHS를 위한 

18) http://www.york.ac.uk/inst/crd/index.htm에서 2013.9.15. 인출.



제3장 외국의 Knowledge translation 관련 정책과 활동  93

응용보건연구와 관련해서 NIHR Collaboration과 협력하고 있다.

③ 진단검사평가지원유닛19) 

NIHR은 진단검사평가지원유닛 (Diagnostic Test Evaluation 

Support Unit)을 Birmingham대학에 설립하였다. 이 조직의 업무는 1) 

진단검사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에서 코크란 연합의 영국 

상황에 대한 리뷰그룹을 지원하고, 2) 진단검사의 정확성 평가 연구에 대

해 NIHR HTA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 NICE

NICE는 1999년 설립된 이래 진료에 필요한 중재와 치료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해왔다. 2005년부터는 공중보건영역에 대한 책임을 가

지게 되었으며 전체 인구집단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에 관한 공중

보건지침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1) 임상진료지침20) 

NICE는 약제, 의료기기, 시술을 포함한 특정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

가적 지침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NICE는 진료지침에 대한 주제

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당국이 NICE에게 주제를 의

뢰하고 있다. 

NICE는 주제 영역에 따라 국가임상진료지침센터와 4개의 외부 협력 

19) http://www.netscc.ac.uk/systematic_reviews/에서 2013.9.15. 인출.
20) http://www.nice.org.uk/aboutnice/whoweare/structureofnice/structure_of_nice 

jsp에서 2013.9.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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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진료지침 개발을 위임한다. 국가임상진료지침센터는 가장 큰 규

모로 급성질환, 만성질환, 일차의료, 간호 및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소규

모 센터 4개를 통합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다. 이밖에도 NICE에는 의

약품 사용과 처방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는 센터와 의료기술평가 센터도 

있으며, 이들 센터는 약제, 의료기기, 진단검사, 시술 등의 중재법에 대한 

지침과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한다.

NICE 진료지침은 2002년 1월 이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 NHS에

서 권고되는 약제와 치료법 상환을 위한 강제 요건이 되었다. 이는 NICE 

지침이 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강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Drummond & Sorenson, 2009).

2) 공중보건지침 

NICE에서 내리고 있는 공중보건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 정책의 평가에서부터 금연, 비만, 운동, 알코올 오남용, 사고 

예방에 대해 개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방법과 같은, 가장 하위로의 활

동까지도 포함한다. NICE의 공중보건에 관한 지침을 출판하는 센터는 

NHS, 지역정부, 교육부문, 민간과 자선 부문, 정부부서와 대중에 대상으

로 두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Kelly et al., 2010). 

NICE는 또한 지역 정부를 위하여 ‘Public Health Briefings’를 생산

해, 공중보건 안에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중

보건지침이 지방정부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개발자는 지방

정부 실무자들의 요구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 지

방정부와 관련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Morg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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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entre for Evidence Based Policy and Practice21)

Centre for Evidence Based Public Health Policy는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ESRC)에 의해 설립된 근거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 

이 센터의 업무는 첫째,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

키는 것과 관련한 근거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책 및 실무 영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거를 

합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생산하고 있다. 이 센

터가 생산한 체계적 문헌고찰에는 ‘아동기에 경험한 불이익과 건강불평

등(Graham and Power, 2004)’, ‘새로운 도로와 인간의 건강에 관한 체

계적 문헌고찰(Egan et al., 2003)’ 등이 있다.

  라. 'What Works' Evidence Centre

지난 2011년에 공개된 ‘Open Public Service White Paper’에 근거

하여 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NICE 창립이 추진되었다. 2013년 3월 영국 

정부와 ESRC, Big Lottery Fund가 협력하여 'What Works evidence 

Centre'라는, 사회정책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창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Mulgan & Puttick, 2013). 앞으로 공적 기금만 2천억 파운드 이상이 

지원될 예정으로, 각 분야에서 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근거를 강건

하고 질 높은 방법으로 합성·제공하여 지역의 의사결정자에게 해당 연구

를 전파할 것이다. 

21) http://www.sphsu.mrc.ac.uk/Evidence/About/About_MAIN.html에서 2013.9.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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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확산 및 교환

  가. 보건복지정보센터22)

보건영역 정보관리를 위해서 2005년에 NHS Connecting for 

Health가 설립되었고, NHS의 지식 수용을 강화시키기 위해 현대적 컴퓨

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한다(Cooksey, 2006). 이는 2013년에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HSCIC)로 통합되었다. 

HSCIC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에 근거한 중요한 법적 

의무를 가진 새로운 정보 전달 조직이며, 독립적 성격을 지닌 비정부 공

공기관이다.

HSCIC는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의료 및 서비스 결과 제공과,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하여 IT 인프라를 제공하며, 보건 및 

복지 시스템을 위한 자료·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HSCIC는 19개 지

역에 위치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건 및 사회복지 기관으로부터 국가 자료를 수집, 보관, 확산

시키는 중심 기관임.

－ 그들의 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에서 승인된 자료를 수

집함. 

－ 보건 혹은 사회복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을 위한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른 독립기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출판함. 즉 NHS 잉글랜드

22) http://systems.hscic.gov.uk/에서 2013.9.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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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NHS 성과지표, 병원수준의 사망률 지표, 환자안전

지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함.

－ NHS에 대한 자료수집의 행정 부담을 줄일 의무를 가짐.

－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위하여 익명의, 표준화된 집계 형

식으로 자료를 발표함.

－ 주요한 국가 시스템과 서비스의 전달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함. 

즉, 기술적·임상적 안전성 표준에 대하여 지역 그리고 국가 IT 

시스템으로 승인된 정보는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음. 또한 해

당 정보는 정보표준과 거버넌스를 지원함.

  나. Evidence Services23)

Evidence Services24)는 웹 기반 포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임상 및 

비임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NICE에 의해 관리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보건 및 사회복지 근거기반 정보의 고유한 인덱스로, 무료로 

접근 가능한 Evidence Search 

－ 광범위한 학술지와 서지데이터베이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

는 Healthcare Database Advanced Search (HDAS)

－ 일차의료에서 제시한 300개가 넘는 주요 질환에 관한 Clinical 

Knowledge Summaries (CKS)

－ 국립약전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BNF microsite 

23) https://www.evidence.nhs.uk/에서 2013.9.15. 인출.
24) NHS Evide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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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으로 알려진(known unknowns)’ 근거에 대해 연구

비 제공자와 연구자가 제공하는 근거 불확실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인 UK DUETS25)

－ 최신의 중요한 근거를 전문가들에게 알리기 위한 서비스(예: 

Evidence Awareness service 등) 

  다. 연구합성 및 확산 센터

CRD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DARE(체계적 문헌고찰), HTA(의료

기술평가)와 NHS EED(경제성평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

다. DARE 와 NHS EED는 주로 NHS 의사결정자를 위하여 수천 개의 체

계적 문헌고찰과 경제성 평가에 대한 비평 요약을 제공한다. HTA 데이타

베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행중인 의료기술평가와, 완료된 평가의 상세

사항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최근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영역의 체계적 문

헌고찰을 전향적으로 등록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인 PROSPERO 만들

었다. CRD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대한 예시는 [그림 3-6]과 같다.26)

25) UK Database of Uncertainties about the Effects of Treatments (UK DUETs)는 
(a) 환자, 보호자, 임상의와 (b) 다양한 건강문제를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지식의 간극으로 밝혀진 연구 권고사항, (c) 진행 중인 체계적 
문헌고찰과 새로운 일차연구 모두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치료법의 효과성에 관
한 확실성을 조사하여 출판한다. 불확실성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치료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고, 연구자와 연
구비제공자에게 연구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6) http://www.netscc.ac.uk/systematic_reviews/에서 2013.9.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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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RD database의 검색결과 예시

자료원: http://www.netscc.ac.uk/systematic_reviews/ 에서 2013.9.30. 인출. 

  라. NICE의 대중 참여 프로그램27) 

NICE의 모든 위원회와 업무 그룹은 적어도 2명의 일반인을 포함시키

며, 국가 차원에서 환자들을 개별 주제의 이해관계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중 참여 프로그램(Public Involvement Program)은 환자, 

보호자, 서비스 이용자, 대중이 NICE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지원하고 개

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7) http://www.nice.org.uk/getinvolved/patientandpublicinvolvement/ppipinvolvement 
programme.jsp에서 2013.9.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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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 NICE 업무에 대중 참여를 조사하는 방법론의 개발 및 확산

－ 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외부 그룹에 대중을 관여시키는 것

에 대한 방법론 지원

－ 특정 지침이나 질 표준 주제의 개발 및 확산에 참여 지원을 위

하여 대중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력

－ NICE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관심을 가진 대중에게 정보, 

교육 훈련 제공 

－ 대중 버전의 NICE 지침 개발에 기여 

－ 환자·대중의 이슈와 관련하여 지침개발자에게 자문 제공 

－ NICE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 보호자, 대중의 참여 평가

  마. 지역 NHS를 위한 연구 확산 활동 28) 

지역 NHS를 위한 연구확산 활동으로 Translating research into 

practice in Leeds and Bradford(TRiPLaB)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

램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임상실무에

서 근거 기반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시

키기 위함이다. TRiPLaB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NHS 파트너의 혁신과 실

행에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그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며, 지역 NHS 보

건의료기관에서 업무 실행과 관련된 지역적 맥락에 대한 ‘진단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확산 전략을 개발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업무도 수행

28) http://www.trip-lab.com/에서 2013.9.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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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Hanbury  et al., 2010)(그림 3-7 참조).

〔그림 3-7〕 TRiPLaB의 개발, 전파 및 평가 모형

자료원: Hanbury A., Thompson C., Wilson PM., Farley K., Chambers D., Warren E., 
Bibby J., Mannion R., Watt IS., Gilbody S.(2010). Translating research into 
practice in Leeds and Bradford (TRiPLaB): a protocol for a programme of 
research. Implement Sci, 5, P.37.

TRiPLaB은 또한 해당 지역의 특정 의사결정 문제와 맥락에 맞는 맞춤

형 ‘evidence briefings'을 생산하고 있다(Hanbury et al., 2010). 일

반적으로 ‘evidence briefings’은 ① 요약문, ② 배경, ③ 연구방법, ④ 

효과성, ⑤ 비용효과성, ⑥ 확산, ⑦ 지역 NHS 팀에 대한 함의 등으로 구

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에 대한 비약물학적 중재를 다룬 ‘evidence 

briefings’를 예시로 제시하였다(그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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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CRD의 Evidence briefing 예시

자료원: Centre for Review and Dissemination (CRD) as part of TRiP-LaB. Evidence 
briefing for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dementia in care home 
setting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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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사용자의 연구근거 활용 촉진

  가. NICE 실행 프로그램 

NICE 실행 프로그램은 보건 및 사회복지 영역의 연구근거와 지침

의 수용과 사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2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매 지원

－ 목표 고객에게 연구근거 혹은 지침을 정확히 확산하기 위해서. 

NHS, 지역정부,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의료 서비스 개선 체계와 감사(audit)에 대한 지원 실시

－ 모든 지침과 질 표준에 대한 비용과 구매 영향을 조사하여 질 

향상과 서비스 재설계를 지원

－ 지역수준의 지침 확산 및 관리를 돕기 위한 확산 도구를 통하여 

지침을 확산시키기 위한 실무적 지원 제공

－ NICE 지침의 사용 측정

2) 학습과 교육

NICE는 개별 서비스제공자 혹은 서비스제공자 그룹이 임상지침에서 

나온 지식의 임상실무 적용을 향상시키고 그에 대한 평가를 돕기 위한 자

료와 도구를 생산한다. NICE Academic Detailing Aids(ADAs)는 숙련

된 처방·약물 관리자에 의해 사용되며, NICE는 이들의 약물처방지침에 

29) http://www.nice.org.uk/usingguidance/niceimplementationprogramme/nice_ 
   implementation_programme.jsp에서 2013.9.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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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토론을 지원한다. 이는 부적절하게 처방되는 경우를 줄이고, 불필요

한 의료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며, 임상에서의 의사결정을 개선시키기 위

함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 도구를 개발해서 연구근거를 임상실무로 적용

해야 하는 의대생, 재단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다.

코크란 센터는 2012년부터 연구프로그램에 ‘학습과 개발’, ‘참여’라는 

새로운 업무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는 환자, 대중, 보건의료종사

자, 정책결정자, 구매결정자를 포함한 주요 NHS 이해관계자들에게 학습

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전략의 중요 부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된다.30) 

한편 Cooksey(2006)는 보건연구를 건강과 경제적 편익으로 이전하는

데 한계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에 대해 NHS 문화, 인센티브와 관련된 문

제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NHS와 관련 기관, 고용

인 모두에게 연구에 참여하고 수행함에 있어 좀 더 많은 인센티브와 다른 

보상기전(예: 의료기관 인증평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영국의 연구생산, 확산 및 활용의 특징 

영국의 근거활용 증진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지금까지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4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 3-9 참조).

첫째, 영국의 보건연구는 크게 MRC와 NIHR에 의해 관리되며, 두 기

관의 업무는 OSCHR을 통해 조정된다. 이는 보건연구에 대한 관리체계

가 매우 잘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근거중심 보건 및 사회복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합

30) http://www.netscc.ac.uk/systematic_reviews/에서 2013.8.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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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히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NIHR

은 연간 약 1,3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NHS의 지식 수용과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NICE의 

‘Evidence Service’, ‘CRD 데이타베이스’와 같은 웹 기반 포털에서 임

상,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근거와 최상의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실무에서 근거활용에 대한 정책이 사회복지영역으

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NICE는 사회복지 영

역의 지침 개발과 함께 사회정책을 위한 ‘What Works’ 센터와의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3-9〕 영국의 보건연구 활용 경로 

자료원: Cooksey D.(2006). A review of UK health research funding. The Stationery 
Office (TSO)에서 그림을 채택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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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캐나다 보건영역의 지식확산 활동

1. 전반적 환경 

캐나다는 근거중심보건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데, 이는 캐

나다 보건포럼에서 근거중심정책이 핵심 권고안으로 제시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캐나다 보건포럼에서는 근거중심정책을 1) 실무에 기반을 둔 

정책적 이슈에서 분명한 연구 질문이 도출되고, 2) 가용한 근거에 접근하

며, 3)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고 실무적 과제에 적합한 근거를 선택하며, 

4) 이를 실무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실행한 후, 5)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

로 제시하였다(National Forum on Health, 1997)31).

현실적으로 보건정책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

였다. 정책결정자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정의거나 충족되지 못해

왔으며, 이는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캐나다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근

거중심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2003년에 발생한 

SARS 유행이었다. 이 당시 연구를 통해 나온 지식과 실무 간의 간극이 크

다는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고 한다(NCCMT, 2009).  

위와 같은 맥락에서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CIHR)32)은 보건영역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지식

확산’ 개념을 가져왔으며, 관련 이론 이론과 실천 전략을 정립하였다. 

CIHR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확산’에 관한 이론과 실무 영역에서는 선도

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1) Canada Health Action: Building on the Legacy: The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Forum on Health 홈페이지 http://www.hc-sc.gc.ca/hcs-sss/pubs/ 
renewal-renouv/1997-nfoh-fnss-v1/index-eng.php에서 2013. 5. 10. 인출. 

32) CIHR은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핵심적 기관으
로 2000년 7월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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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점 재원제공의 기전 

연구 합성
(Synthesis)

- Canadian Cochrane Collaboration Network and Centre에 재원
제공

- KT* Synthesis Request for applications(RFA) 
- 재원 경쟁 운영, KT 전문가 검토

통합적 KT* 

- 보건의료서비스 혁신과 협력관계: 정책담당자 공동연구
- 적용 요구(request for applications) 위한 연구합성: 연구사용자와 

공동연구
- KT* Synthesis  RFA
- 연구소를 통해 전략적 연구에 재원제공
- 협력 관계 개발을 위한 워크숍 재원 

End of - 연구 신청에 대한 비용 승인

CIHR이 지식확산에 대한 연구 혹은 사업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분야는 

1) 연구합성, 2) 통합적 KT, 3) end of grant KT, 4) science KT로 구

분된다(표 3-1 참조). 연구합성은 보건영역의 중재나 정책 효과를 다루는 

리뷰연구에 대한 것이다. End of grant KT는 연구 확산 활동, 즉 연구를 

통해 산출된 지식을 연구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논문을 출간하거

나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한 기본적인 것과 함께, 보다 강도 높은 확산활

동(대상자에게 맞는 메시지 개발, 교육프로그램, 언론 활용, knowledge 

broker 활용)이 포함된다. Integrated KT는 이해당사자 혹은 잠재적 연

구사용자들이 연구과정 전체에 참여하게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다. Integrated KT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연

구자와 연구사용자가 협력하여 연구 질문을 도출하고 방법론을 결정하며 

자료수집, 도구개발, 결과해석, 연구결과 확산 등의 모든 과정을 같이 하

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협동연구, 참여행동연구 등이 된다

(Tetore, 2007).

<표 3-1> CIHR의 지식확산에 대한 재정지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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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점 재원제공의 기전 

Grant KT* 

- Knowledge to Action RFA
- KT* Supplements 재원
- Proof of Principal(POP)
-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 재원

Science of 
KT* 

- 재원 경쟁 운영_지식확산 전문가 검토
- 지식확산 방법과 이론에 대한 “지식 합성 및 교환 branch”의 전략적 

요구 

주:KT는 knowledge translation의 약어임
자료원: Tetroe J. (2007) Knowledge translation at the CIHR: a primer. Technical Brief No 

18. National Center for the Dissemination of Disability Research(NCDDR).

2. 연구근거의 생산과 합성 

CIHR에는 13개 가상 연구소가 있으며, 이들 연구소는 상시조직은 아

니지만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1) 생의학적 연구, 2) 임상연구, 3) 보건

의료체계 및 서비스 연구, 4) 인구 및 공중보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CIHR에 속한 13개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33)

－ Aboriginal Peoples' Health 

－ Aging 

－ Cancer Research 

－ Circulatory and Respiratory Health 

－ Gender and Health 

－ Genetics 

－ Health Services and Policy 
Research 

－ Human Development, Child and 
Youth Health 

－ Infection and Immunity 

－ Musculo-skeletal Health and 
Arthritis 

－ Neurosciences, Mental Health and 
Addiction

－ Nutrition, Metabolism and Diabetes 

－ Population and Public Health

33) http://www.cihr-irsc.gc.ca/e/9466.html에서 2013.10.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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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IHR은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으

며 관련 활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고 있다. ‘지식확산’의 관점

에서 연구생산은 개별 연구보다는 개별 연구의 합성이 주를 이루며, 체계

적 문헌고찰, 실재주의 리뷰, 메타분석 등이 포함된다. CIHR은 체계적 

문헌고찰 생산을 위해서 「캐나다 코크란 네트워크와 센터」에 재원을 제

공하고 있으며, 13개 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리뷰연구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Institute of Population and Public Health (IPPH)에서는 

Canadian Population Health Initiative (CPHI)와 협력하여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 혹은 중재에 대한 고찰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출간된 「Population Health Intervention Research 

Casebook」 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아동기 예방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가?’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공중보건영역에 필요한 연구근거 생

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IHR, IPPH, CIHI, 2011).

CIHR은 ‘지식확산’ 관련 사업이나 담당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데, 

McMaster Health Forum도 그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온타리오 주의 

보건정책 담당자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evidence brief’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토론하여 확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단기

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신속 리뷰도 수행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급여 결정에 필요한 의료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별 연구

를 합성한 것으로 체계적 고찰과 비용효과분석 등이 포함된다. 국가적 수

준의 의료기술평가는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CADTH)34)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심

뇌혈관질환, 신경학적 질환, 내분비 질환, 감염성 질환에 우선순위를 두

고 있다. CADTH에서 생산하는 연구라인은 1) horizon scanning, 2) 

34) 1989년에 설립되었고, 민간 비영리기구이며 연간 예산이 22백만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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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목록 권고안, 3) 긴급 평가, 4) 적정 사용 권고안과 도구, 5) 의료

기술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Institute of Health Economics에서 

온타리오 주의 보건 및 장기요양부의 의료자문위원회 등은 대학과 협력

해서 퀘벡, 알버타, 온타리오 주가 필요한 의료기술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Menon D, Stafinski T, 2009).

3. 연구생산자의 확산 및 교환 노력

  가. McMaster Health Forum35)

McMaster Health Forum은 2007년에 CIHR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

되었다. McMaster Health Forum은 집합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건강결

과 개선하는 작업을 선도하는 허브가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

정책에 대한 연구 근거의 확산을 담당하고 있다. McMaster 대학에서 시

설과 기금을 제공받았으며, CIHR에서 받은 재정지원과 함께 주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수탁해서 받은 비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

다.

1) Stakeholder dialogue

McMaster Health Forum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stakeholder dialogue’이다. 정부나 민간단체 및 기구에서 의뢰받은 

주제에 대해서 ‘evidence brief’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 고찰이 

포함된 정책보고서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

35) http://www.mcmasterhealthforum.org/에서 2012. 6.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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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약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생산된 ‘evidence brief’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와 관련 있

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이해당사자(주 정부 관계자 등)

를 모아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확산하고 있다36). 

McMaster Health Forum을 직접 방문하여 Lavis 교수와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이러한 ‘evidence brief’를 논의하는 토론회는 1년에 약 6

회 정도 실시되며, 토론결과는 요약된 형태(dialogue summery)로 배포

된다고 하였다. 또한 ‘stakeholder dialogue’에 참석한 이해당사자들이 

근거를 이해하고 인지하며 토론하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

이며, 이들이 정책 반영에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피

드백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수행과정과 활용을 요약한 모형

은 다음과 같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Stakeholder Dialogues 과정과 활동 모형

자료원: McMaster Health Forum managing director, Ilena Ciurea 박사가 제공함.

36) http://www.mcmasterhealthforum.org/index.php/stakeholders.에서 2013. 7.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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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dialogue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주제 중 하나인 ‘캐나다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측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주제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바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숙의과정에서 해당 주제

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였고,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모델의 구성요소를 면

히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CIHI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을 제안하였다(Lavis, 2011)(그림 3-11 참조).

Stakeholder dialogue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다른 이해당사자들

이 숙의하면서 추진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보건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McMaster Health Forum 관계자들

은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시민 패널(citizen panel)’을 시작하였다.

〔그림 3-11〕 Stakeholder dialogue 프로그램 사례

자료원: Lavis JN. Dialogue Summary. Measuring Health System Efficiency in Canada. 
Hamilton, Canada: McMaster Health Forum, 7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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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lth System Evidence

Health System Evidence는 보건정책담당자, 이해당사자 등을 위해

서 보건정책에 대한 양질의 연구(evidence brief, 체계적 고찰, 경제성 

평가 등)를 모아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Health System 

Evidence에서는 체계적 고찰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질 평가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그림 3-12 참조).

〔그림 3-12〕 Health System Evidence 검색결과 예시 

자료원: http://www.healthsystemsevidence.org/PDF/Using-health-systems-evidence_ 
ENG.pdf,에서 2013. 10. 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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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aster Health Forum에서는 Health System Evidence를 만들

기 위해서 보건정책 관련 문헌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는 

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문제 영역과 관리 영역, 연구 유형 등을 종

합한 성격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37)

<표 3-2> Health System Evidence의 문헌분류 체계 

구분 세부 구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영역

- 거버넌스 문제 
- 체계 
- 재원 
- 서비스 전달 
- 실행 등 

도메인

- 질병(감염성, 만성질환, 기타) 
- 기술(의약품, 기구, 진단, 수술) 
- 의료서비스(일차의료, 가정진료, 병원, 재활, 장기요양) 
- 공급자(의사, 간호, 약사, 의료보조인력, 지역사회 보건사업담당자)  

문헌 유형

- 정책용 근거요약 
- 체계적 고찰 요약 
- 체계적 고찰 (효과성) 
- 체계적 고찰 (다른 질문) 
- 체계적 고찰 (진행 중) 
- 체계적 고찰(기획) 
- 경제성 평가 
- 의료개혁에 대한 기술 
-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술 

질문 유형

- 다양한 질문
- 효과성 
- 비용효과성 
- 현황 기술

자료원: http://www.healthsystemsevidence.org/PDF/Using-health-systems-evidence_ 
ENG.pdf.에서 2013. 10. 10. 인출.

39) http://www.healthsystemsevidence.org/PDF/Using-health-systems-evidence_ 
ENG.pdf,에서 2013. 10. 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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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정책연구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38)

McMaster Health Forum은 최근 보건정책연구에 대한 포괄적 데이

터베이스인 Evidence informed Healthcare Renewal (EIHR) Portal 

사업을 시작하였다. CIHR이 지원하였으며, 온타리오 주 정부 등을 포함

한 19개 보건의료조직과 협조해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보건정책에 대한 

24개 종류의 문헌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 혹은 지방의 현황에 

대한 각종 문헌(예: 일차의료, 환자안전, 보건의료인력,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보건영역의 근거중심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설

립된 3개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39)

  나. Health Evidence40)

Health Evidence는 공중보건영역의 리뷰연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CIHR의 지원을 받아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중보건정책과 건강

증진사업 등에 최선의 근거를 의사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근거를 

확산하고, 공중보건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나 조직의 역량을 증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obbins 박사는 이 사업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간호사로 재직하는 동

안 어떤 것이 효과적인 중재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었지만 바쁜 업무

로 인해 연구논문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검토할 수 없었

38) http://www.healthsystemsevidence.org/eihr-why-use-it. aspx에서 2013.10.10. 인
출.

39) Health System Evidence의 문헌은 Health Evidence가 공중보건영역 중재 혹은 
정책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는 것과 상호 보완되고 있으며, 일차연구는 MacPlus
가 제공하고 있다.

40) http://www.healthevidence.org/에서 2013.10.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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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경험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Health Evidence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혔다.41)

‘Health Evidence’에 대해서 설명한 문헌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공

중보건영역의 중재나 정책의 효과 고찰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분기별로 갱신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을 살펴

보면 첫째,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중보건사업의 특성을 반영

하여 문헌을 분류하였고, Mesh 검색어가 아닌 일상적 용어로 검색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둘째, 기존의 체계적 고찰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이나 사업수행에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셋째, 

개인과 조직의 지식사용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Dobbins et al., 2010). 

위 연구에서 Health Evidence 사업에 등재되는 고찰연구(review ar-

ticle)의 선정 기준은 1) 고찰연구인가?, 2) 공중보건 혹은 건강증진실무

에 적절한가?, 3) 연구의 주제가 중재/프로그램/서비스/정책의 효과인

가?, 4) 결과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는가?, 5) 검색전략이 기술되어 있는

가? 등으로 밝히고 있다.

Health Evidence에 등재된 고찰연구는 공중보건사업의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다(표 3-3 참조).

41) http://www.healthevidence.org/history.aspx,에서 2013. 10.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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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공중보건영역 고찰연구의 분류체계

영 역 구 분

고찰의 초점 

중독/물질 남용
사춘기 청소년 건강 
성인 건강
아동 건강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
치과질환
환경보건
식품안전 및 감시
건강한 공동체

영유아건강
손상 및 안전
정신건강
영양
부모됨, 영아 및 아동
신체활동
재생산 건강
노인 건강
성전파성 질환
사회결정요인

고찰유형 메타분석/ 종설/ 체계적 고찰 

중재 장소 

캠프 
시/지역
클리닉
상업적 장소 
지역사회 
보건소
문화센터
낮병동
치과
병원

호스피스
인터넷
요양원
종교시설
학교
직장
전화
우편
식당
기타

대상 특성

연령그룹
문화적 그룹
가족
이누이트

젠더
일반대중/모든 연령그룹
고위험군
저소득층

중재전략 

옹호
행태수정
지지적 환경조성
교육/인식, 기술개발/훈련
응급상황 대비

면역
공중보건 감시/환경보건
검진
질병감시 

자료원: Dobbins M., DeCorby K., Robeson P., Husson H., Tirllis D., Greco L.(2010). A 
knowledge management tool for public health:health-evidence.ca. BMC Public 
Health, 10, p.496.

Health Evidence에 등재된 고찰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고 있는

데, 이때 사용되는 평가기준은 체계적 고찰은 물론 질적 연구도 다룰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평가점수에 따라서 신뢰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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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자는 분명히 정의된 질문을 제시하였는가?

Q2. 일차연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적절한가?

Q3. 문헌검색전략을 기술하였으며 검색전략은 포괄적인가? 

Q4. 검색전략이 적절한 기간을 다루고 있는가?

Q5 ○ 양적 고찰: 저자가 일차연구의 근거수준을 기술하고 있는가?
      · Level 1 RCT only, 
      · Level II  non-randomized control, 
      · Level III -uncontrolled studies
    ○ 질적 고찰: 연구자가 일차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Q6 ○ 양적 고찰: 고찰에서 일차연구의 방법론을 평가하고 있는가? (7개 중 4개, 최소 기준)
      · 연구디자인 
      · 표본 수 
      · 참여율 
      · 편견의 문제 
      · 자료수집
      · 추적/탈락율
      · 자료분석
   ○ 질적 고찰: 고찰에서 일차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질문에 대한 방법론 및 패러다임의 적합성
     · 표본(대상자 선택, 환경, 기술)
     · 맥락, 자료수집, 자료 분석에 대한 분명한 기술
     · 엄격성: Audit trail, 2명 이상 코딩, 응답자 validation(member checking)
     · triangulation
     · reflexivity(연구 및 연구과정)
     · 적합성(credibility, consistency, applicability, transferability)

Q7. 고찰의 결과는 투명한가?

Q8 ○ 양적고찰: 일차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은 적절하였는가?
    ○ 질적고찰: 연구자가 결과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결정한 방법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Q9. 연구를 결합하고 비교한 방법이 적절한가?

Q10. 결과는 연구자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가?

질 평가결과 : 강함(8-10) 중간(5-7) 약함(4이하)

<표 3-4> Health Evidence의 고찰연구의 질 평가기준

자료원: http://www.healthevidence.org/documents/our-appraisal-tools/QA_tool& 
dictionary_18.Mar.2013.pdf에서 2013.10.10. 인출.

Health Evidence에 등재된 고찰연구에 대해서는 내용 요약, 연구의 

질, 핵심 단어, 연관 문헌, 원문, 대중적 용어로 된 요약 등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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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연구 결과가 보건정책이나 실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지식확산방법론 레지스트리 

1) National Center for Method and Tools

National Center for Method and Tools(NCCMT)는 공중보건정책

에서 근거사용을 지원하는 개념과 도구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KT의 도구나 방법론, 이론 등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운영하

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약 160개의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42)

NCCMT는 공중보건영역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근거중심의사결정은 의사결정에 가용한 최선의 근거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지역맥락, 지역사회 및 정치적 선호와 활

동, 공공자원 등이 근거가 해석되고 적용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본다(그

림 3-13 참조). 

NCCMT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모형에서는 4가지 유형의 근거를 사용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결과에 근거가 있으며, 이는 가장 적절

하고 양질의 질적 혹은 양적 연구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문제의 빈도, 원

인, 지역사회의 수정요인에 대한 근거인데, 이는 질병감시자료 등에서 나

오며 지역사회 다른 건강문제와 비교 시 중요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선호와 활동에 대한 근거로서, 이는 사람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

으며, 공중보건자원에 대한 근거로서 다양한 정부와 사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표 3-5 참조).

42) http://www.nccmt.ca/registry/browse/define/1/view-eng.html.에서 2013.10.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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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공중보건 근거중심의사결정 모형

자료원: 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Methods and Tools.(2012). A model for 
Evidence informed decision Making in Public Health(fact sheet). Retrieved 
from http://www. nccmt.ca/pubs/factsheet_EIDM_EN_Web.pdf.에서 2012. 
10.10.인출.

<표 3-5> 공중보건 근거중심의사결정모형에서 사용하는 근거자료 유형과 예시 

근거 자료원 사례 

연구에서 나온 근거
가장 개연성 높고 가용한 양질의 질적, 양적 근거, 
연구결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수정요인과 
빈도, 원인에 대한 근거 

질병 혹은 건강행태 감시 자료와 지역사회 건강보고
서, 공중보건학적 문제 중요성 비교 

전문가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지역사회와 정치적 선호 및 
행위에 대해 얻은 근거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요와 관심사
공중보건정책담당자와 정부의 지지 혹은 반대
현재 정책적 분위기
현재 보건단체 등의 조직 분위기

공중보건자원에 대해 여러 정부와 
사업에서 나온 근거 

재정에 대한 자료, 인력에 대한 자료, 물질적 자원에 
대한 자료 

자료원: 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Methods and Tools.(2012). A model  
for Evidence informed decision Making in Public Health (fact sheet). 
Retrieved from http://www. nccmt.ca/pubs/factsheet_EIDM_EN_Web.pdf. 
에서 2013.10.10. 인출.



제3장 외국의 Knowledge translation 관련 정책과 활동  121

2) KT Clearing house43)

지식확산 방법론과 관련 도구 등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KT 

Clearing house’ 웹사이트가 구축되었으며, 토론토 대학과 성미카엘병

원이 운영하고 있다. ‘KT Clearing house’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혹은 제

공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KT Canada: 연구 네트워크이면서 교육 및 훈련 제공 주체

○ Knowledge Base: 지식 확산 및 실행을 원하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제공 

○ Centre for Evidence-Based Medicine: 근거중심의학 방법론 및 
교육

○ KT 방법론 도구 

○ KT 상담 서비스

○ 온라인 연구자 공동체

4. 연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연구사용자, 즉 정책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연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온타리오 주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Lomas 외(2009)가 ‘보건·장기요양부’ 고위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

하여 연구근거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연구의 역할은 정책의 의

제나 우선순위 설정 단계에서는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한 문제를 상기시

키고, 정책 의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상충하는 요구를 검증하는데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연구근거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는 불확실성을 줄이

43) http://ktclearinghouse.ca/에서 2013.8.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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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복을 억제하며 외부 검증을 받는데 필요하고, 정책 모니터링 및 개

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Lomas 외(2009)는 동일 연구에서 보건정책에 근거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및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표 3-6 참조). 즉, 생산된 모

든 연구근거는 정부의 내부 정보망(E-repository)에 검색 가능하도록 처

리되고 「Health Evidence Quarterly」등에 게시되고 있다. 또한 간행물

(Health Horizon, Health System Report)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의

사결정 담당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담당자들

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evidence base checklist」를 사용

하여 정책과정에 근거 활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표 3-6> 온타리오주 보건·장기요양부 - 정책과정에서의 근거활용 활동

정책의제 설정 지원 정책개발 시 정보제공 
기존 정책의 수정 및 

모니터링

- 17개 외부 연구센터, 
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

- Medical Advisory 
Secretariat 

- E-repository database 
- Health Evidence 

Quarterly
- Health System Trends  

Report
- Long-range 시나리오 기획

- 직원의 우선순위 도출 
- 17개 외부 연구센터 및 

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 
작업

- 용역 연구
- Medical Advisory 

Secretariat 
- 데이터 관리․분석 기구
- 신속 고찰
- 근거검색이 가능한 

database
- 연구 활용 교육 워크숍 
- Evidence base checklist 

- 데이터 관리․분석 분과
- Ad hoc 평가프로그램 
- 외부 네트워크
- 연구자 인턴쉽

자료원: Lomas, J., Brown, A.D.(2009). Research and Advice Giving: A functional View of 
Evidence-Informed Policy Advice in a canadian Ministry of Health. The Milbank 
Quarterly, 87(4), pp.9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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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나다 연구생산과 확산 및 활용 증진 활동의 특징

캐나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

고 관련된 활동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

나다의 연구생산과 확산, 활용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건연구의 생산, 합성, 확산을 관

리하는 체계가 매우 조직적이다. 영국과 다른 점은 CIHR이 기초, 임상연

구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근거중심정책에 필요한 인프라 혹은 전략으로 지식확산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이나 실행에 있어서 매우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CIHR에서 지식확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지식의 합성과 확산 활동, 방법론 등을 담당하는 기구가 다양하

고 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McMaster Health Forum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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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 환경

근거중심보건정책은 근거에 입각하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을 내리는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보건의료정책에서의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이상일, 2001), 이는 보

건의료 질 지표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 근거기반 임상연구 설계, 체계적 

문헌고찰, 경제성 평가, 의료기술평가 등 접근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생

산·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제 법제화된 것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술의 안전

성·유효성 평가와, 2)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

과성 평가가 대표적이다(박병주, 2009).

국내 보건의료정책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

험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적, 기술적 인프라가 부

족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존재하고 있다. 2012년에 수행된 「근거

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연구근거의 정

책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책담당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근거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은 낮으며, 보

건정책과정에서 연구근거에 대한 접근과 평가가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김남순 외, 2012). 또한 약제 급여심의에 대한 전문가 인터

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근거 자료의 부족함이 언급되었던 

국내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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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하였을 때44), 보건정책 의사결정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가 부족하며, 이는 국내의 연구생산,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이 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연구생산과 확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최근 3년간(2010~2012) 보건정책분

야에서 수행된 정책 연구의 규모와 예산을 살펴보고, 실제 연구의 생산과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보건정책연구의 생산현황

  가. 분석 방법

1) 자료원

최근 3년간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

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

료연구원)과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있는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및 연구위탁·관리기관(한국건강증진재단), 공공기관 (정책

연구)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프리즘 등의 웹페이지·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였다.

44) 메디파나뉴스에서 2013.6.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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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분석대상은 ‘보건정책연구’로, 보건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일차연구(조사연구), 문헌고찰, 체계적 문헌고찰 및 여러 연구방법

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보고서 등을 포함하였다. 단순히 보건사업 수행 절

차를 다루고 있는 자료집이나 코호트 구축, 유전·임상실험연구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의 수집방법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과제 명단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해에 실시된 연구과제명, 연구비 규모, 연구과제수, 연구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때 연구비 규모는 개별 연구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일부 연구기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종적인 계약체결 내용

이나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일부의 정보 혹은 최

근 1개년도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분석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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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생산 규모

보건의료분야에서 수행된 전체 정책연구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과제

를 제외하면 매년 약 200여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전체 보건정책 연구 수 (2010-2012년) 

254
268

392 

263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2010년 2011년 2012년

총연구 수

총연구 수(복지부 제외)

(개)

자료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또한 연구재원 제공처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연구 규모를 살펴보면 보

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각 129개, 95개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기관

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많게는 60개, 적게는 20개의의 연구가 직접 

혹은 위탁해서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공

개되지 않는 보고서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므로, 비교결과 해석

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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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구재원 유형에 따른 보건정책 연구 수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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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각 기관의 연구 수는 기관 홈페이지, 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찰, 계약, 공개 연구보고서
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2010~2012년도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12년도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비교가 어려움. 

        2) 연구보고서 발행년도를 기준으로 연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관에 
따라 발행년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곳(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약년도를 기준으로 연구 수를 수집함.  

        3) 기타에는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지식경제부 등이 포함됨.

자료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보건정책 분야 연구비 규모는 지난 3년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012년 연구비 규모가 컸다. 2012년 주요 보건기관에서 수행한 정

책연구 규모는 약 400억 원(보건복지부 제외 시 약 200억 원)에 달한다

(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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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전체 보건정책 연구의 예산 추이 (2010-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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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재원 출처에 따른 연구비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에서 개별 연구비 간의 변이가 큰데, 이는 다양한 내용·규모의 연구

를 다수 계획하여 타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특징으로 보

인다. 한편 개별 연구 예산 간 변이가 가장 작은 기관은 건강증진재단이

다(그림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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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구재원 유형에 따른 보건정책 연구 예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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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홈
페이지

3. 연구에 대한 접근성과 확산방법 

국내 보건정책 연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과 각 연구기관

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접근성, 공개성 및 확산방법을 정성적으로 파악하

였다. 조사과정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전체 보건정책 연구에 대한 통

합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해 보건정책 연구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담당자와 실무자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충실히 수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연구근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행된 연구의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

이며, 비공개·비발간 보고서가 있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만 열람하

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수행된 보건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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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적해 놓은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원문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연구 활

용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연구결과의 확산은 단순히 연구결과를 출간하는 것을 넘어,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다수의 보건정책 관련 정부부처

와 연구기관에서는 정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정보 알람, 뉴스레터, RSS, 

메일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정책·연구 동향, 간단

한 통계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정책요약 혹은 체계적 문헌고찰

과 같은 양질의 연구근거가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보의 형

태를 띠고 있어 정책 활용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결과의 확산 방법은 그동안 보

편적으로 반복되어 온 전통적 방법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의 확산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사업이 있는 일

부 사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국내 보건정책 관련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보건정책

연구의 생산량과 재원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

건정책의 각 분야에서 어떤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이들 연구

가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기는 불가능했다. 

국내 보건정책의 근거중심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연구근거’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국내 보건정책을 다루는 지

식확산시스템이 미비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근거중심정

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 및 

캐나다가 갖추고 있는 지식확산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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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근거 및 통계자료를 파악하고 분류해서,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연구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건정책 연구정보 확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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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의 생산 현황

1. 배경 및 목적

이 장에서는 공중보건정책에서 한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 연구현황과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을 파악하며, 동시에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연

구 활용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공중

보건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선정하였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WHO는 담배사용을 주요 여덟 가지 사망 원인 중 여섯 가지의 

원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했다(WHO, 2008). 또한 2010년 기준으

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

하였다. 이처럼 담배관련 건강문제는 보건학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둘째, 담배관련 보건정책은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여 그 내용이 매우 명

확해서 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적 

연구(global evidence)와 국내 연구(local evidence) 비교가 가능한 점

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셋째,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른 공중보건학적 주제와 비

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존재하여. 연구생산 규모나 유형을 분석

하기에 적절하였다. 또한 이를 다루는 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가 많아서 조

사대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 현황과 인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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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배 관련 보건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보건연구의 

양적인 규모를 가늠하고, 국내외 정책과 연구근거 간의 간극 등을 파악하

고,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정책에서 연구 활용을 분석하였다. 

2. 담배관련 보건정책연구 분류와 검색 

  가. 담배관련 연구근거 분류체계 개발 

담배관련 보건정책연구의 생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중보건 영역의 문헌분류체계와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기준을 조사

하였다.

「아일랜드의 보건연구 및 보건의료연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스웨

덴 공중보건연구 리뷰에서 개발한 연구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이론과 방법’으로, 원인과 행태변화를 다룬 이론, 과학

적 방법론, 중재 방법론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범주는 ‘원인/발생’으로 건강 결정요인들, 건강보호인자, 위험

인자 발생, 유병 및 사망 발생, 인구집단의 불건강 분포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 범주는 ‘중재’로 건강증진 수단의 효과(건강- 경제 이외), 보건

의료서비스 이외 예방 수단의 효과( 건강-경제 이외), 지방자치수준의 건

강 측정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범주는 ‘보건정책’이며 국가 및 지역 보건정책, 보

건의료서비스의 예방에 관한 구조와 일상, 중재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평

가, 보건의료 소비, 상병 혜택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Health System Evidence」는 일차연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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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연구를 다루고 있으며, 리뷰연구에 대한 분류체계는 ‘보건의료체계

의 문제 영역’, ‘도메인’, ‘문헌유형’, ‘질문유형’으로 나누어진다.

MPOWER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력한 금연 규칙을 새로 만들어 회

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권고하는 ‘최소기준’이다. 이 규칙은 모두 

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담배 관련 통계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해 공개하고, 담뱃갑에 그림을 동원한 경고 

문구를 넣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담배회사의 광고와 판촉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MPOWER’란 각 조항의 첫 글자를 딴 것

으로 6가지 조항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금연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45)

○ M: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 P: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 O: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 W: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 E: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R: Raise taxes on tobacco

FCTC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WHO가 주도한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 협약이다.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

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

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적 틀이다. FCTC는 총 11장 38조항으

45) http://www.who.int/tobacco/mpower/en/에서 2013. 8.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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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와 담배관련 
정책 분류체계

세부 구분

Population Health 
Research

Category 1: 이론과 방법
 - 원인에 대한 이론
 - 행태변화를 다룬 이론
 - 과학적 방법론
 - 중재 방법론
Category 2: 원인/발생
 - 건강 결정요인들
 - 건강보호인자, 위험인자 발생
 - 유병 및 사망 발생
 - 인구집단의 불건강 분포
Category 3: 중재
 - 건강증진 수단의 효과(건강-경제 이외)
 - 보건의료서비스 이외 예방수단의 효과(건강-경제 이외)
Category 4: 보건정책-국가 및 지역보건정책
 - 보건의료서비스의 예방에 관한 구조와 일상
 - 중재에 대한 보건경제학 평가, 보건의료 소비, 상병혜택 등

Health System 
Evidence

1)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영역 
  거버넌스 문제, 체계, 재원, 서비스 전달, 실행 등 
2) 도메인: 
  질병(감염성, 만성질환, 기타), 
  기술(의약품, 기구, 진단, 수술), 
  의료서비스(일차의료, 가정진료, 병원, 재활, 장기요양), 
  공급자(의사, 간호, 약사, 의료보조인력, 지역보건사업담당자)
3) 문헌 유형 
  정책용 근거요약, 
  체계적 문헌고찰  요약, 
  체계적 문헌고찰 (효과성),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협약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

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조약의 형태

는 여타 다자조약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다.

앞서 고찰한 일반적 공중보건연구 분류체계,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 분

류체계, 담배정책에 대한 분류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5-1 참

조).

<표 5-1> 공중보건연구, 보건정책연구 분류체계 및 담배관련 정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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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와 담배관련 
정책 분류체계

세부 구분

  체계적 문헌고찰 (다른 질문), 
  체계적 문헌고찰 (진행중), 
  체계적 문헌고찰 (기획), 경제성 평가, 
  의료개혁,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술 
4) 질문 유형 
  다양한 질문, 효과성, 비효과성, 비용효과성, 현황 기술

MPOWER

M: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P: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O: 금연 지원서비스
W: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
E: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금지
R: 담뱃세인상

FCTC

 6조: 담배 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조치및 조세 조치
 7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9조: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10조: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일반인의 의식
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14조: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16조: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17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 위한 지원제공

이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의 일반적 연구 분류체계와 담배관련 정책의 

분류를 종합하여 국내 담배관련 정책연구의 현황 파악 목적에 부합하도

록 연구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즉, 일반적 공중보건 연구 분류체계를 일

부 수정해서 연구유형 및 연구 분야 구분에 적용하였다. 또한 MPOWER

를 활용한 내용적 분류를 고려하였으며, FCTC 제 3장(7개 조항) 및 4장

(1개 조항)의 조항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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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담배관련 보건정책연구에 대한 분류체계

연구유형 연구분야 내용적 분류 FCTC

체계적 고찰

비체계적 문헌
고찰 

단면연구

코호트/패널
연구

사례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중재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현         황

기        타

포괄적 정책 모니
터링 및 평가
간접흡연
금연지원
담배위험성 경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배가격
흡연 및 금연 실
태·행태
흡연 및 금연 관련 
비용
흡연 및 금연 활용 
가능한 도구 및 방법
기타

· 가격 및 조세조치
            (제 3장 6조)
· 금연구역 설치
            (제 3장 8조)
· 담배성분의 조사 및 공개
            (제 3장 9·10조)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규제
            (제 3장 11조)
· 교육,의사소통,훈련,대중인식
            (제 3장 12조)
· 광고, 판촉, 후원규제 
            (제 3장 13조)
· 금연 프로그램 활성화 
            (제 3장 14조)
·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제 4장 16조)

  나. 담배관련 보건정책연구 검색과 선정 

담배관련 보건정책연구의 생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검색을 실시

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발행된 문헌 중에서 국내 담

배관련 보건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연구보고서, 리뷰연구, 일차연

구 등을 포함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 중에서 리뷰논문과 일차연

구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 KoreaMed, KMBASE, KISS, NDSL, 

PubMed 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으며, 구체적 검색전략은 <표 

5-3>에 제시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연구를 선별하기 위해서 기초연구나 생의학적 측면

을 다룬 임상연구 등과 같이 보건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연구나 보

건이외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를 제외하였으며, 구체적인 제외기준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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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색  어

Pubmed

#1. "smoking"[MeSH Terms] OR "smoking"[All Fields] ==> 
187,932

#2. "tobacco"[MeSH Terms] OR "tobacco"[All Fields] OR 
"tobacco products"[MeSH Terms] OR ("tobacco"[All Fields] 
AND "products"[All Fields]) OR "tobacco products"[All 
Fields] ==> 82,538

#3. "nicotine"[MeSH Terms] OR "nicotine"[All Fields] ==> 
31,868

#4. "tobacco products"[MeSH Terms] OR ("tobacco"[All Fields] 
AND "products"[All Fields]) OR "tobacco products"[All 
Fields] OR "cigarette"[All Fields] ==> 43,894

#5. "smoking cessation"[MeSH Terms] OR ("smoking"[All Fields] 
AND "cessation"[All Fields]) OR "smoking cessation"[All 
Fields] ==> 25,909

#6. #1 or #2 or #3 or #4 or #5 ==> 247,743
#7. "korea"[MeSH Terms] OR "korea"[All Fields] ==> 180,309
#8. #6 and #7 ==> 2,662
#9. (animals[MeSH Terms]) NOT humans[MeSH Terms] ==> 

3,783,551
#10. #8 not #9 ==> 2,514

Koreamed
cigarette[TI] or smoking[TI] or tobacco[TI] or secondhand[TI] 
or quitting[TI]

KISS
KMBase
NDSL
국회도서관

담배 or 흡연 or 금연

－ 순수 생의학적 연구, 독성학, 미생물학, 신약개발

－ 동물실험 

－ 공중보건과 연계되지 않은 사회복지 연구

－ 담배관련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없는 임상시험

－ 병리기전과 숙주에 초점을 둔 순수 임상행위 및 치료를 다룬 연구

－ 공중보건과 연계되지 않은 행태적 연구 

－ 예방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연구

<표 5-3>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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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배관련 보건정책연구 생산현황

  가. 연구논문 선정과 분류결과

1) 연구논문 선정결과 

국외 및 국내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색결과, 총 5,472개의 논

문이 검색되었으며, 문헌 정보들이 영문으로 되어있는 Pubmed와 

Koreamed를 통합하여 중복 문헌을 제거하였고, 국문으로 되어있는 

KISS, KMBase, NDSL, 국회도서관을 통합하여 중복 문헌을 제거하였

다. 중복으로 검색된 문헌 1,255개를 제외한 4,271개의 문헌에 대하여 

초록 및 원문을 검토하여  3,468개의 문헌을 배제하였다. 주된 배재 사유

는 1) 비(非논)문 및 비연구보고서, 2) 비 담배관련연구, 3) 초록 또는 원

문을 검색할 수 없는 연구, 4) 기초 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총 

5,472개 논문 중에서 담배관련 연구로서 803개 논문을 선정하였다(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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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내 담배정책 관련 연구논문 검색과정 및 결과

국내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다룬 연구논문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검색

하고, 사전에 정해진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803개의 문헌이 선정되

었다. 이 연구논문에 대하여 초록 및 원문을 검토하고, 분류기준에 맞추

어 구분하였다. 문헌검색 및 분류의 과정은 두 명의 검토자에 의하여 독

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류가 모호한 경우는 2차적으로 상호 교차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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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논문 분류결과   

선정된 연구논문의 형태를 분류한 결과, 전체 문헌 중에서 ‘체계적 문

헌고찰’은 20개(2.5%)에 불과하였다. 비체계적 고찰은 193개(24.0%)였

으며, 대부분은 조사를 수행한 ‘일차연구’였고, 이중에 ‘단면연구’가 546

개(6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국내 담배관련 보건연구 유형

연구의 주제 혹은 질문을 구분한 결과, ‘정책프로그램’ 혹은 ‘중재프로

그램’을 다룬 연구가 각각 66개(8.2%), 226개(28.1%)로 나타났고, ‘현

황’을 다룬 연구는 423개(5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배

관련 보건학적 중재나 정책프로그램을 다룬 연구 비중이 적으며, 특히 정

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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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국내 담배관련 보건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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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분류를 살펴보면, ‘흡연 및 금연의 실태·행태’ 문헌이 406개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연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른 연구가 

209개(26.0%)로 많았으며, ‘포괄적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4.2%), ‘담배

가격’(4.0%), ‘간접흡연’(3.5%), ‘담배위험성 경고’(2.2%), ‘판촉 및 후원

금지’(0.1%)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국내 담배관련 보건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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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건정책인 FCTC 조항별로 문헌을 분류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

고는 ‘교육, 의사소통, 훈련, 대중인식’에 관련된 연구가 225개(2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표 5-4> 국내 담배관련 보건연구의 FCTC조항별 분포

FCTC 구분 문헌 수(%)

가격 및 조세조치 32(4.0)

금연구역 설치 6(0.7)

담배성분의 조사 및 공개 2(0.2)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규제 16(2.0)

교육, 의사소통, 훈련, 대중 인식 225(28.0)

광고, 판촉, 후원 규제 6(0.7)

금연 프로그램 활성화 2(0.2)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2(0.2)

기타 512(63.8)

         계 803(100.0)

  나. 연구보고서의 생산현황과 분류결과

1) 연구보고서 검색 및 선정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다룬 연구보고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 

한국건강관리협회, ALIO, PRISM 등을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약 76개 

연구보고서가 파악되었으며 목록은 <표 5-5>에 제시하였다. 



제5장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 현황과 인식  151

연도 제목 수행기관 재원 연구유형 
연구
분야

2002 인터넷 금연광고 사업평가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현황

2002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 규제순응도 실태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단면연구 정책

2002
담배소비에 관한 정부정책 효과: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전남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정책

2002
담배연기의 유해성분 및 흡연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서울대 보건복지부 단면조사/분석 기타 

2002
담배가격 설정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연구 기타

2002 초등학교 흡연 교육 실태와 효과 평가 카톨릭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현황

2002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공주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 및 
분석, 실험포함 

기타 

2002

인터넷을 이용한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web 
survey에 의한 프로그램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보건복지부 
환자대조군 연
구 방법 적용 

중재

2002
한국인 흡연자의 추가의료비 분석 및 
추계

연세대 건강증진기금 
코호트/패널
분석 

현황

2003
담배규제정책의 평가 및 정책방향의 
수립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정책

2003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서울대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정책

2003 한국인 흡연율 평가도구 표준화 연구 연세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기타 

2003
고등학생을 위한 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구
카톨릭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중재

2003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으로 인한 
단일건강수준 측정지표 측정 연구

고려대학교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기타

2003
유아를 위한 간접흡연 예방에 관한 
주제탐구 표현활동 프로그램 개발

대구
카톨릭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중재

<표 5-5> 국내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2002-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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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수행기관 재원 연구유형 
연구
분야

2003
TV에서의 흡연·음주장면 등 건강관련 
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동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현황 

2003
임신부의 임신 초기 흡연, 음주, 약물 
복용 등 위험요인이 임신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현황

2003
1차 의료의사의 금연진료에 대한 태도, 
시행정도, 장애요인과 이와 연관된 
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중재/
현황

2003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보건소의 학교 
금연프로그램 개발

남서울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중재

2003
사이버 금연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인터넷금연컨텐츠의 개발 및 효과분석

남서울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중재

2003
지역사회노인의  청소년 금연지도 
활동에 관한 연구

노원구보
건소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중재

2004
보건소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
연구원,  

국립암센터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위주의 
조사(분석)포
함복합연구   

중재

2004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적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기획재정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5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현황/
정책

2005 금연홍보캠페인의 지원 및 평가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5 금연정책의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시계열  분석)

정책

2005 산모 흡연율 조사 서울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현황

2005
2005 군포시 성인 및 청소년 흡연, 
음주실태조사

보건사회
연구원

군포시보건소 단면조사/분석 현황

2006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정책

2006
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수립 방안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적용 복합
연구   

정책 

2006
청소년 약물예방(음주, 흡연)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
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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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수행기관 재원 연구유형 
연구
분야

2006
흡연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단기 편익 
분석

고려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정책

2006
만성질병과 흡연에 대한 국가적 
관리·연구사업 모형제시

서울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6
직접 및 간접 흡연이 도시와 농촌 지역 
내 청소년의 천식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감시

울산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현황

2006
보건의료인을 위한 금연지도자 교육용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삼육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중재

2006
생애 주기별 금연을 위한 변화단계 
이행영향요인 분석

고려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기타

2006 금연정책의 효과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경북대학교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시계열 분석)

정책

2006
담배포장 및 라벨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정책

2006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 
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카톨릭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중재

2006
한국인의 암 발생과 간접흡연과의 
관련성  구명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Ⅱ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환자대조군연구 기타

2006 흡연억제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
연구원

기획재정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정책 

2007 청소년음주·흡연중장기정책
보건사회
연구원

국가청소년
위원회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7
2007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 및 
평가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7
담배의 성분 및 제조 형태에  따른 
오도성과 위해성 분석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정책 

2007
중독성 기호식품(담배 및 주류) 수요의 
상호 관계와 가격 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고려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기타 

2007
청소년 흡연, 알콜사용과 인터넷의 
중독경향 연관성 및 기질, 성격특성 연구

순천향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분석  현황

2007

담배회사의 프로모션 활동과 사회 
공헌활동이 공중의 흡연 및 금연정책에 
대한 인식과 언론매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찰 

동국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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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수행기관 재원 연구유형 
연구
분야

2008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8 중기 담배반출량 추계의 적정화 방안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기타

2008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비준국국제교류 
및 국내 담배관련법의 제도 정비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8 담배가격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정책

2008
금연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흡연율과 
흡연기여사망수의 예측연구 

서울대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 및 
분석  

기타 

2008 여성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현황/
정책 

2008
2008년 흡연실태조사 무응답자에 대한 
특성 및 요인파악을 위한 전화조사 결과 
보고서

보건사회
연구원

금연운동
협의회

단면조사/분석  현황

2008
신생아, 유아 및 소아의 간접흡연 노출 
연구와 코티닌 측정 kit 개발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단면조사/분석
(실험연구)

기타

2008 담배사업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원 기획재정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09
"ST(smokeless tobacco: 연기없는 
담배)"에 대한 법률제정 등 적절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한양여자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정책 

2009
흡연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경고제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중재

2009
여성흡연·음주요인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현황/
정책 

2009 학교 흡연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

카톨릭대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중재 

2009 금연사업의  진료비 절감효과 분석 연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험정책
연구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체계적 문헌고
찰 및 분석 적
용 복합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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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수행기관 재원 연구유형 
연구
분야

2009
미세먼지의 농도변화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평가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단면조사 및 
분석

기타 

2010
비만과 흡연의 생애의료비 비교분석 및 
건강증진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 분석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현황/
기타

2010
중장기 금연정책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10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모형 개발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중재/
정책

2010 전자담배 관리 방안 연구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기획재정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10 담배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
연구원

기획재정부
비체계적 문헌
고찰  

정책 

2011
2005-2011 정부의 금연홍보사업 평가 
연구

보건사회
연구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정책

2011

근거중심 의료방법론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간접흡연감소 및 담배판매 
소매상 규제

고려대 건강증진기금 
체계적 문헌 
고찰  

중재

2011
전자담배 관련 현황분석 및 정책의 
추진방향 마련

한양여자
대학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연구 

정책 

2012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ITC 
대한민국 보고서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한 
복합 연구  

현황/
정책

2012
담배가격인상 부작용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
대학교

건강증진기금 
단면조사 및 
분석  

정책

2012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 분석 센터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
암센터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정책

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등 적용 
복합연구(FGI)

현황/
정책

2013
보건소 금연클리닉 평가 및 상담과정 
구축에 대한 연구

한림대학교 건강증진기금 

비체계적 문헌
고찰, 조사 및 
분석 적용 복
합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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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분류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다룬 연구보고서 76개에 대해서 재원, FCTC의 

정책구분, 질문유형, 연구방법 등에 대해서 분류해서 빈도와 분포를 살펴

보았다.

우선적으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재원제공자를 분류한 결과, 76개 보고

서 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받아서 수행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14%, 기획재정부 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립암센터 등도 일부 연구보고서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보고서 재원 분포 (2010-2012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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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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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립암센터
4%

국가청소년

위원회
3% 기타

8%

다음으로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FCTC 조항에 따라서 구분

하였다. 연구보고서는 논문과 달리 내용이 포괄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중

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필요한 경우는 중복

해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담배관련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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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주제는 흡연 혹은 금연실태, 의료비 등과 같은 현황 등에 대

한 것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흡연, 금연에 대한 교육, 인식과 태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진 편이었고, 담배가격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나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효과를 다룬 연구도 적은 편은 아니었다. 하

지만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이나 금연구역, 광고, 판촉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6 참조).

〔그림 5-6〕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보고서의 FCTC 기준별 빈도 (2002-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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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련 연구보고서가 다루는 주제가 정책인지, 개별 중재프로그램인

지, 혹은 현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해보았다. 전반적으로 

포괄적 정책 혹은 개별 정책을 다룬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36개 연구보고

서), 이 중에서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매우 소수였다. 

반면에 특정 중재를 다룬 경우(15개 연구보고서)에는 대부분 효과를 인식

과 태도 혹은 흡연율(금연율)로 측정하였고, 가격 변화 등을 결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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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용된 연구방법을 살펴

보면 비체계적 고찰과 조사 혹은 기존 자료의 분석 등의 ‘복합적 연구방

법(41%)’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면조사 및 분석

(33%)’, ‘비체계적 문헌고찰(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체계적 

문헌고찰이 수행된 경우는 2개 연구과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7 

참조).

〔그림 5-7〕 담배 관련 정책연구보고서에 적용된 연구방법 분포 (2002-2012년)

4. 소결

이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영역 연구의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자, 국내외 연구 문헌 중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리뷰·

일차연구 및 연구보고서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분류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논문은 총 803개로 파악되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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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에서 일차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

은 연구합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흡연 혹

은 금연 관련 실태(행태)에 관한 것과 금연지원을 다루는 내용이 많았으

며, 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간접흡연, 담배위험성 

경고, 판촉 및 후원금지, 담배가격 등을 다룬 연구논문은 비중이 적은 편

이었다.

국내 담배관련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WHO가 제시한, 정책적 의

사결정에 필요한 ‘evidence based policy brief’의 내용을 충족한 보고

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 고찰을 수행한 경우가 적

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대안을 비교해서 제시한 경우가 적다는 관점에

서 내린 결론이다.

향후에는 국내 보건정책을 다루는 연구논문 혹은 보고서의 경우, 주제

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가능하면 체계적 고찰을 많이 수행하고 

여러 정책대안을 비교 검토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기

반으로 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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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1.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정책’과 연구근거의 간극분석 

  가. 배경 및 분석방법

금연정책은 대표적인 공중보건 정책으로,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FCTC는 

2012년 6월 기준 총 17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규약으로 금연정책에

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FCTC 이행수준은 OECD 국가 

25개국 중 24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숙자, 2013).

이 연구에서는 FCTC 기준과 국내 정책과의 간극(gap)을 분석하여 정

책 도입이 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FCTC 기준이 충분한 근거

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국내에서 해당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첫

째, 정책적 의지를 포함한 정책 환경의 문제일 수 있고, 둘째로는 해당 정

책에 대한 국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분석대상 정책은 제8조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정책’으로, 최근 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2011년 기준 FCTC 가 권장하는 16개 

항목 중 11개를 시행하고 있다(WHO, 2012).

분석틀은 [그림 5-8]과 같이 국내외 정책과 연구근거 사이의 간극을 분

석하는 것이다. 

1) A는 2013년 기준 국제기준과 국내정책 현황을 비교하며, 

FCTC 2012년 Progress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후 추가 시행된 국

내 제도를 포함한다.

2) B는 해당 FCTC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5장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 현황과 인식  161

3) C는 해외와 국내의 근거를 비교하는 것으로, 세부 핵심질문에 

대해 분석하며 문제의 성격상 국내근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일반화가능성을 검토하여 간극 현황을 제시한다.

4) D는 국내정책과 국내 연구근거와의 간극으로, 해당 정책 시행

을 위해 필요한 효과성, 유해성, 건강영향, 부작용 등에 대한 국내 

근거가 얼마나 생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림 5-8〕 담배 관련 보건정책과 근거의 간극분석틀

  나. 국제 기준(정책)과 근거간의 간극

1) 국제 기준

FCTC 제8조(WHO, 2003)에는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두 가지 조항이 있다.

➀ 당사국은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질병․장애를 초래한다’는 과학

적 증거가 명백하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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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각 당사국은 실내 작업장․대중교통수단․실내 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

이 규정한 기존의 정부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입법․
집행․행정 및/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하며, 다른 당국의 관

할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채택․시행을 적극적으로 촉

진한다. 

또한 FCTC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의 7가지 원

칙을 제안하고 있다(WHO,2013).

➀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담배연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환

기는 소용없다.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며 

양이나 시간에 상관없다. 특히, ‘간접흡연을 통한 독성 기준치’ 

등의 개념은 과학적으로도 틀리다.

➁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담배연기에 노출

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실내작업

장과 실내공공장소가 금연이어야 한다.

➂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는 법에 근거를 둔다. 사람들이 담배연

기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자발

적이거나 자체적인 금연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보호수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➃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자원이 계획되어야 한

다. 성공적인 정책 이행과 법률 집행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자원이 필수적이다.

➄ 시민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간접흡연 예방정책의 

개발, 이행, 법률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여론을 형성하고 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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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데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➅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간접흡연 예방 정책의 이행과 법률 

집행은 여과 없이 평가되어야 하며, 담배회사들의 저해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➆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수단은 주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

한 수단은 점차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새로운 과학적 근거

나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국제 기준(정책)에 대한 연구근거

가) 간접흡연 폭로의 문제점

WHO는 2007년 보고서를 통해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양한 질환을 제시하였다. 성인에게는 관상동맥질환, 폐암, 유방암, 호

흡기 증상 및 질환을 일으키며, 소아에서는 호흡기 증상 및 질환, 폐 성장 

지연, 중이염과 관계된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저체중아 출생의 위험을 높

인다(WHO, 2007).

2012년 WHO의 질병부담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접

흡연 관련 질환을 제시하였는데, 만성 호흡기 질환, 하기도 감염, 상기도 

감염, 중이염, 기도‧기관지‧폐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포함되

었다. 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하기도 감염, 상기도 감염, 중이염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Lim SS et al, 2013).

개방된 공간이나 반개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3년 체계적 문헌고찰이 진행되었는데, 총 18개 논문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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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부 흡연 공간과 이에 인접한 실내 금연구역에서도 높은 간접흡연 

폭로가 있었으나, 금연 규제가 외부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Sureda et al., 2013). 

한편 일부 연구자는 공원이나 해변에서의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Chapman(2008)은 야외 

흡연의 위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제시했으며, 2012년 미국 폐협회

는 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금지가 보다 효과적인 다른 공중보건 중재에 

대한 관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Bayer, 2013). 

나)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효과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구역 설정은 건강과 흡연량에 영향을 미친

다. 직접적으로 공기 오염 수준을 낮춰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흡연 기회

를 줄임으로써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WHO, 2007).

WHO에 따르면 100% 전면 금연구역 정책 시행 1년 만에 심장마비를 

40% 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심장마비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례가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평균적으로 매년 3%가량 

감소하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3a). 

금연구역 정책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금연구역 정책으로 인해 담배 소비가 4~10%가량 감소할 수 있으

며, 호주, 캐나다, 독일 및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직장 내 금연정책

으로 인해 흡연자 중 29%가 담배를 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금

연정책은 흡연자 1인당 하루 평균 3.1개비의 담배 소비 감소와 3.7%의 

흡연율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 특히 100% 전면 금연구역 정책은 흡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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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

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실내 금연정책이 시

행된 이후에도 흡연자들의 가정 내 흡연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집

에서도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한국

건강증진재단, 2013b). 

2010년 코크란 연합에서 출판된 Callinan 외(2010)의 논문에서는 간

접흡연규제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까지 총 50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간접흡연에 대한 31개 연구에서 19개 연구는 바이오마커를 

통해 측정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장, 레스토랑, 술집과 공공장소

에서의 흡연금지가 일관되게 간접흡연 폭로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흡연

금지 정책이 집안에서의 간접흡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반면 

총 담배소비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지정책 이후 일부 건강 지표 

향상 뿐 아니라 심장 발작에 의한 병원입원 감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2011년 간접흡연감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이루어졌다(안형식, 2011). 장소를 구분하지 않은 간접

흡연노출과 관련된 연구는 총10개 연구였으며, 이 중 8개 연구는 포괄적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긍정적인 간접흡연노출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직장(작업장)에서의 간접흡연노출은 총 25개 문헌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포함된 연구는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다

만 금연법의 성격이 부분적인 경우 일부에서 효과의 크기가 작았다. 차에

서의 간접흡연노출은 총5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3개 국가의 5개 연

구에서 실내의 포괄적 금연정책의 시행과 자동차 내에서의 간접흡연노출

량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에서의 간접흡

연노출은 총 15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이중 4개 연구가 스코틀랜드의 

연구이며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연구가 포함된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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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4개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며 2개 연구에

서는 효과가 있었다. 스페인에서의 2개 연구는 모두 유의한 감소가 없었

으나 한 개 연구에서 3시간 이상의 노출은 감소되었다. 아일랜드, 스웨덴,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한 개씩이었으며 스웨덴을 대상으

로 한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다.

흡연율 및 담배소비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총 19개 연

구이며, 포함된 연구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율은 감소되었으나 전체 

흡연율의 감소 효과는 명백하지 않았다.

호흡기 증상을 결과지표로 평가한 연구는 총 12개 연구이며, 이중 스

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의 연구는 포괄적 금연법에 대한 연구였

으며, 한 개 이상의 호흡기 증상에 대한 보고율은 모든 연구에서 감소되

었다. 특히 기침, 가래 등의 증상에 대한 호전을 보고한 연구가 많았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천명, 호흡곤란의 개선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지만, 조사

자가 흡연중인 경우는 효과가 없었다. 폐기능을 결과지표로 평가한 연구

는 총 6개 연구이며 포함된 모든 연구는 포괄적 금연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폐기능이 호전되었음이 보고된 연구는 4개였으며 2개 연

구에서는 개선이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결과값으로 제시한 연구는 총 12개 연구였

으며, 포함된 연구는 모두 금연법 시행 이후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병

원에 입원한 대상자의 수를 결과로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금연

법에 의한 결과로 평가하기에 제한적이었다.

흡연구역 방법에 따른 공기오염 측정에서, 흡연구역의 PM2.5 농도는 

외기보다 5배, 금연구역보다 2.5배 높게 나타났으며, 분리 형태에 따른 

금연구역의 PM2.5 농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분리 형태

에 따른 금연구역선정은 흡연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완전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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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위한 공간적 분리가 필요하며,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내금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국제기준과 근거 사이의 간극

국제기준과 국제근거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완전 개방된 외부 

공간(해변, 공원 등)에서의 금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 이행 기준에

서는 외부공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근거에 필요한 핵심 질문(key 

question)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간접흡연이 유해한가?(8조 1항 관련)

② 간접흡연방지에 금연구역 설정이 효과적인가?(8조 2항 관련)

③ 금연구역 설정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근거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립되어 있고,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근거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주

로 대기 중 흡여관련 물질의 농도 측정을 통해 노출을 방지한 효과를 파

악하고, 사람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모발이나 혈중 니코틴 측

정으로 노출이 줄어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근거는 여러 국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

나 앞서 기술했던 대로 정책의 실행 범위와 강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질문이 의학적인 내용으로 일반적 근거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다면, 세 번째 질문은 일반적 근거이외에도 적용되는 사회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지역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거에 따른 국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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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사항

1995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
식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1999 학교의 교사, 목욕장 추가

2003
게임, 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영업장 전면적의 1/2이상), 정부청사, 보
육시설 추가

2010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서울광장, 청계광장,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등 전국 85개 지자
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 제정(‘12년 2월 기준)

2011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 금연구역 확대 

설정에는 일반적 근거와 지역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결정되어야 할 것이

며, 현재의 기준은 근거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CTC의 정책 

권고안 결정에 있어 체계적 근거 고찰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 국제 기준과 국내 정책간의 간극

국내 금연구역 정책은 연도별로 <표 5-6>과 같이 진행되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인 식당, 호프집,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지정 구역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2012년 FCTC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표 5-7>과 같으며 총 16개 

기준 중 12개에서 완전 적용, 1개에서 일부 적용, 영업용 차량, 개인차량, 

나이트클럽에서의 금연지정만 적용하고 있지 않다(WHO, 2012). 2015

년부터는 16개 기준 중 13개에서 완전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어, 대부분

의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 기준과 국내 정책간의 간극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5-6> 연도별 금연구역 지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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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사항

및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2013
7.1부터 150m2 이상인 식당,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

2015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로 
등록된 모든 업소에서 흡연 금지

<표 5-7> 금연구역 정책의 국내외 현황

금연 구역 한국
FCTC 참여국

완전적용 일부적용
적용안함
(무응답)

비행기 완전적용 106 6  8
보건의료시설 완전적용 95 0 25
육로대중교통 완전적용 93 17 10
교육시설 완전적용 91 0 29
정부청사 완전적용 81 35  4
영업용차량(택시, 배달차 
등)

적용안함 77 31 12

대학교 완전적용 70 41  9
문화시설 완전적용 67 43 10
기차 완전적용 63 16 41
쇼핑몰 완전적용 57 42 21
식당 완전적용 51 54 15
선박 완전적용 49 29 42
민간사업장 완전적용 44 59 17
나이트클럽 적용안함 42 41 37
술집 일부적용 42 45 33
개인차량 적용안함 10 19 91

주: WHO 2012, 국내 현황은 2013년 제도변화를 적용하여 수정함

  라. 국내 정책과 근거간의 간극

1) 국내 연구근거 현황

국내 금연구역 정책은 앞에서 기술한 바대로 1995년부터 20년 동안 

확대되어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찾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검색을 시행하였다. 



170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검색방법은 앞서 담배관련 보건연구 전체 문헌 검토한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논문 34개, 보고서 11개가 최종 선택되었다. 

연구 주제별로 구분하면 <표 5-8>과 같고, 전체 연구근거 목록은 <표 

5-9>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근거의 개수만으로 관련 근거가 충분한지를 

결정할 수 없지만, 간접흡연현황연구(13개), 정책효과연구(11개), 정책방

안 연구(11개)가 비슷한 개수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석을 위해 리뷰한 

개별 연구문헌의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리한 근거표는 <부록 2>에 제시되

어 있다.

간접흡연 현황은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정

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간접흡연 노출 경험을 조사한 연구 7개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거나 모발 니코틴 측정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

하였다. 간접흡연 현황의 또 다른 주제는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것으로 6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간접흡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간

접흡연에 대한 인식과 금연구역 설정 정책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간접흡연 현황과 의견조사는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근거로 활용될 수 있

으며, 사회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일반적 근거(global evidence)보다 

지역적 근거(local evidence) 성격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두 

개의 연구가 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직접적 연관성을 밝혀

내지는 못했다. 간접흡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11개였는데, 제도 

순응도와 같은 직접 결과와 흡연율 감소, 대기 중 담배물질 농도 변화와 

같은 결과가 함께 조사되었다. 조성일(2008)의 보고서에서는 관련 전문

가 조사를 통해 금연정책의 효과를 추정하여 흡연관련사망수를 예측한 

바 있는데, 금연구역설정에 대해서는 <표 5-10>과 같이 정리하였다.

간접흡연 정책연구는 제도 설계 및 실행방안 제안이 주된 내용으로 금



제5장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 현황과 인식  171

연
번

저자, 연도 종류 제목

 1 David, 2010 논문
SimSmoke model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the unknown success story

 2 Suzanne, 2008 논문
Children’s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t home in 
seoul, korea

 3 Suzanne, 2008 논문
Secondhand smoke exposure among nonsmoking 
adults in seoul, korea

 4 권기남, 2006 논문
유아의 건강권리 증진을 위한 간접흡연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5 권기남, 2007 논문
유아간접흡연 예방에 대한 부모의 참여의도 관련변인 
연구

<표 5-9> 간접흡연에 대한 국내 근거 목록 

연구역 설정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가 2개 있었고, 대부분은 전체 

금연정책 안에서 논의되었다.

연구 주제
종류

(개수)
저자, 연도

간접흡연 
현황

간접흡연 
노출조사

논문(6)
이옥희, 2012 김은경, 2012 이보은, 2011 
유상호, 2010 Suzanne, 2008 Suzanne, 2008

보고서(1) 이도훈, 2008

대기환경 
측정

논문(6)
백성옥, 2004 손홍지, 2010 하권철, 2003 
하권철, 2003 황규석, 2003 염지선, 2011

간접흡연 건강영향
논문(1) 김지영, 2003
보고서(1) 홍수종, 2006

간접흡연에 
대한 의견

일반적 논문(6)
신성례, 2011 김명수, 2012 김은경, 2011 
권기남, 2006 추진아, 2011 권기남, 2007

정책 보고서(2) 이보우, 2012 남은우, 2001

간접흡연 정책 효과
논문(7)

성기철, 2005 David, 2010 김범수, 2009 
서경현, 2012 박수잔, 2010 김성원, 2002 
조미란, 2002

보고서(4)
김미숙, 2002 조성일, 2008 김성렬, 2009 
안형식, 2011

간접흡연 정책
논문(6)

박길준, 2008 박정래, 2010 김광수, 2009 
서홍관, 2012 조홍준, 2012 김정민, 2011

보고서(5)
최은진, 2008 김선자, 2010 서미경, 2008 
신윤정, 2004 서미경, 2006  

<표 5-8> 간접흡연 연구 주제별 국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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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저자, 연도 종류 제목

 6 김광수, 2009 논문 공공장소의 흡연규제를 위한 제도화 방안

 7 김명수, 2012 논문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비흡연 대학생의 주장행위에 관
한 연구-건강신념모형과 ASE model 적용을 중심으로

 8 김미숙, 2002 보고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제순응도 실태

 9 김범수, 2009 논문 Workplace smoking ban policy and smoking behavior

10 김선자, 2010 보고서 간접흡연 제로 서울 평가지표 개발 연구

11 김성렬, 2009 보고서
미세먼지의 농도변화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으
로 인한 실내 공기 질 관리정책 평가

12 김성원, 2000 논문 원내 금연방침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과 태도

13 김은경, 2011 논문
건강신념모형에 기반한 간접흡연 노출시 담배를 꺼달라
고 요청하는 대학생의 주장행위 관련요인

14 김은경, 2012 논문
Secondhand tobacco smoke exposure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on campus and in the 
home: a preliminary study

15 김정민, 2011 논문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금연정책 평가 및 개발

16 김지영, 2003 논문 가족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

17 남은우, 2001 논문
부산지역 종합병원환자 흡연실태 및 원내 흡연정책 인
식도 조사

18 박길준, 2008 논문 한국의 담배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19 박수잔, 2010 논문
금연정책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을 위한 SimSmkoke
모델의 이해와 활용

20 박정래, 2010 논문 담배연기 없는 병원정책의 실행방안

21 백성옥, 2004 논문
도시지역 사무실내 공기 중 환경담배연기의 측정-흡연
이 부유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2 서경현, 2012 논문 서울시 금연아파트 사업의 효과

23 서미경, 2006 보고서 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수립 방안

24 서미경, 2008 보고서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25 서홍관, 2012 논문 흡연규제: 사회적 정의인가, 사생활의 침해인가?

26 성기철, 2005 논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에 의한 PC방 금‧흡연구역 관리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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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저자, 연도 종류 제목

27 손홍지, 2010 논문 PC방 금연구역의 간접흡연 노출

28 신성례, 2011 논문
자녀와 학부모의 간접흡연예방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

29 신윤정, 2004 보고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30 안형식, 2011 보고서
근거중심의료방법론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 고찰

31 염지선, 2011 논문
커피전문점에서 흡연 및 금연구역의 분리형태에 따른 
PM2.5 농도 비교

32 유상호, 2010 논문
Hair nicotine levels in non-smoking pregnant women 
whose spouses smoke outside of the home

33 이도훈, 2008 보고서
신생아, 유아 및 소아 간접흡연 노출연구와 코티닌 측정 
kit 개발

34 이보우, 2012 논문
대전광역시민의 최근 금연정책에 대한 의견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35 이보은, 2011 논문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mong 
south korean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36 이옥희, 2012 논문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xposure of children and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 cross-sectional study in korea

37 조미란, 2002 논문 병원직원대상의 포괄적 금연방침의 단기 효과

38 조성일, 2008 보고서
금연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흡연율과 흡연기여사망수 
예측연구

39 조홍준, 2012 논문 담배규제정책의 윤리적 근거

40 최은진, 2008 보고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
관련법의 제도정비

41 추진아, 2011 논문
비흡연 대학생의 간접흡연 노출 시 주장행위 관련요인
-ASE 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42 하권철, 2003 논문
실내사무환경의 환경성담배연기(ETS)의 지표물질에 관
한 연구

43 하권철, 2003 논문
실내환경의 환경성담배연기(ETS) 중 카드뮴에 관한 연
구

44 홍수종, 2006 보고서
직접 및 간접흡연이 도시와 농촌 지역 내 청소년의 천식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감시

45 황규석, 2003 논문 서울시내 PC방에서의 환경성담배연기(ETS) 농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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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저자, 연도 종류 제목

한 연구

금연구역 정책 정책 내용 효과

작업장 내 완전 금지
높은 정책 순응도 
(well-enforced)

작업장 전 구역에서 금연 국민들이 정
책을 잘 수용하며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됨

6% effect
(성. 연령별 약간
의 variation 설정)

작업장 내 완전 금지
낮은 정책 순응도
(not well enforced)

작업장 전 구역에서 금연
국민들이 정책을 잘 수용하지 못 하며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함

2% effect
(성, 연령별 약간
의 variation 설정)

작업장 내 부분 금지
일부 흡연지정 장소에서만 흡연허용, 
나머지 모든 실내 작업장의 금연

2% effect
(성, 연령별 약간
의 variation 설정)

식당내 완전 금지
모든 실내 음식점 전 구역 금연구역 지
정

1% effect

식당내 부분 금지
일부 흡연지정 장소에서만 흡연허용, 
나머지 모든 실내 음식점내 금연구역 
지정

0.5% effect

기타 장소 금지
정부건물, 소매점, 대중교통, 엘리베이
터 4군데에서 중 3군데의 금연구역지
정

1% effect

<표 5-10> 금연구역 정책별 효과추정

자료원: 조성일(2008). 금연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흡연율과 흡연기여사망수 예측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 국내 정책과 국내 연구근거의 간극

핵심질문 세 가지에 대한  연구근거의 생산 수준과 향후 연구가 필요한 

정도, 국내 정책의 진행 수준을 고려해서, 관련 정책과 연구가 모두 부족

한 경우나, 연구는 생산이 되었으나 정책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간극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FCTC 기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인 영업용 차량, 나이트



제5장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 현황과 인식  175

클럽, 개인차량에서의 간극을 살펴보았다. 간접흡연 관련 근거에서는 실

외, 준 실외, 실내를 구분하였지만, 현재 FCTC기준은 모두 실내에 준하

여 시행되므로 관련 일반적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서 검토한 국내 45개 논문, 보고서에서 영업용 차량, 개인차량, 나이트클

럽에서의 간접흡연 및 금연구역 설정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일반적인 간접흡연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는 있었으나, 차량, 나이트클럽

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지역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인데, FCTC 2012년 보고서에 

제시된 122개국의 이행여부를 보면 나이트클럽에서의 규제가 44개국

(36%), 개인차량에서의 규제가 11개국(9%). 영업용차량은 74개국(61%)

으로 8조 전체인 83%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기준에 비해 참여

국이 시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개인차량에서의 규제

의 경우 개인의 선택권과 공공정책간의 갈등을 해당 사회에서 어떻게 다

룰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영업용 차량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제도시행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일반화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이트클럽은 술집

이나 식당보다 이용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따로 구분되는데, 국내 상

황을 고려한 지역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금연구역정책 중 현재 도입되지 않은 세 가지 금연구역에 

대한 정책은 추가적인 지역적 근거가 필요하나 생산되고 있지 않은 상태

로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근거가 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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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외 근거와 국내 근거간의 간극

국외 근거와 국내 연구근거 간의 간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핵

심질문이 갖는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 근거의 성격 중 일반화가능성

은 큼, 보통, 작음으로 나누었다. 일반적 근거만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경

우를 일반화 가능성이 크다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간접흡연이 폐암 

발생을 높인다는 근거는 어느 지역, 사회에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일반

적 근거이다. 일부 인종,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흡연의 건

강효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큰 근거이다. 반면 금연구역 설정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순응도에 따라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일반적 근거 외에도 적용되는 사회의 특성과 맥락에 따른 지

역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일반화가능성이 낮다고 정의하였다.

일반화가능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근거의 종류는 국외 근거와 국내 

근거로 나누었다. 일반화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 국외와 국내 근

거가 모두 필요하고, 일반화가능성이 큰 경우는 국외 근거만 필요한 것으

로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각 핵심질문에서의 국외 근거와 국내 근

거가 충분한지를 결정한 후, 국내연구 수행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였다

(표 5-11 참조).

첫 번째로 건강 유해성에 대한 근거는 일반화가능성이 커서 이미 국외 

근거가 충분하여 국내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은 작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질환별로 아직 일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서는 국내 자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노출방지 정책에 대한 근거는 실내, 준실외

(quasi-outdoor), 실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세 가지 모두에서 일반

화가능성은 보통으로 국내, 국외 근거가 모두 필요하다. 금연구역 설정이 

간접흡연을 방지하는지에 대한 물리화학적 근거는 일반적 근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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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
근거의 성격

국외
근거

국내
근거

국내연구 
필요성 일반화 

가능성
필요 근거

건강 유해성 큼 국외 충분 부족 보통

효과적 노출 방
지 정책

실내 보통 국외+국내 충분 보통 보통

준 실외
(Quasi-out
door)

보통 국외+국내 보통 부족 큼

실외 보통 국외+국내 부족 부족 큼

금연구역 설정이 
건강과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건강 보통 국외+국내 보통 부족 큼

흡연율 낮음 국외+국내 보통 부족 큼

<표 5-11> 핵심질문별 근거성격, 근거생산 수준과 국내연구의 필요성

보다 구체적인 방지 전략은 지역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PC방 금연구역에 대한 규제 정책을 세울 때, 외국에서 이루어

진 술집, 유흥업소 등과는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실내의 

경우 국외 근거는 충분하고 국내근거는 보통 수준이어서 그 간극은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준실외는 국외 근거도 충분하지는 않은 보통 수준

이며, 국내 근거는 부족하여 간극은 보통이고, 실외의 경우는 국외근거와 

국내근거가 모두 부족하다. 이 때 간극은 작으나 향후 연구필요성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금연구역 설정이 건강과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화가

능성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국외와 국내 근거가 모두 필요하다. 국외 근

거는 일관된 방향을 보이기는 하나 연구에 따라 효과여부와 크기가 다양

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국내 근거는 부족하다. 앞서 기술한대로 

금연구역 설정 정책의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가 다수 시행되어 왔으나, 

제도 시행 전후 비교 및 장기간의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간극은 

크며 향후 연구필요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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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가. 국제 기준(정책)과 근거

1)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에 대한 기준

WHO의「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3」보고서

에 의하면 전 세계의 100대 대도시에 살고 있는 4억 4천 5백만 명 중 대

략 9천 9백만 명의 사람들이 담뱃갑 경고 그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FCTC협약 중 제 3장 11조는 각 당사국이 효과적인 담배 포장 및 라벨 규

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발효 시점으로부

터 3년 이내에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보다 자세히 3장 11조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인상을 조장할 수 있

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해서는 안 되고, 담배사용 유해성을 기술하

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한다. 경고문구 및 전달문구는 국내 당국 승인 

있어야 하며,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이 있는 문구의 교체가 필요하

며, 원칙적으로 주요 표시면 50%이상의 크기가 요구되지만 적어도 30% 이상은 

차지해야 하고 사진이나 그림 등이 포함 가능하다. 경고문구 이외에도 국내 당국

이 규정한 담배제품의 관련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2) 외국 정책

WHO(2012)의 「FCTC Global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관련 보

고서를 제출한 126개 당사국의 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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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평균 이행률은 67%이다. 담뱃갑 경고 문구는 107개 국가(85%)가 

‘유해성에 관해 설명하는 담뱃갑’을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1/3 이상 국가들이 관련법 제정 및 수정 단계에 있다. 담배에 대해 잘못

된 인상을 주는 포장 및 라벨에 관해 95개 국가가 금지하였으며, 101개 

국가가 권한 있는 국내 당국의 경고 문구 승인을 받고 있다. 경고 문구 순

환은 91개 국가가 이행하고 있고, 경고의 위치 및 배치는 102개 국가가 

경고 문구가 크고,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우며, 또렷한 경고 문구를 보장

하는 측정 도구를 도입했으며, 또한 78개 국가는 국가법으로 글자체, 크

기 및 색상을 규정하고 있다. 경고 문구 크기는 90개 국가가 최소 30% 이

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46개 국가는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있다. 그리고 53개 국가가 경고 문구에 그림 형태의 경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5-9 참조).

〔그림 5-9〕 WHO FCTC협약 제11조항 관련 정책 이행 국가 수

자료원: WHO(2012). 2012 Global Progress Report.

개별 국가의 FCTC 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많은 국가에서 경고 문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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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오도성 
용어

사용 금지

경고

면적
각 담배갑
/라벨에 

표시

흡연
위해성
묘사

문구의 가시성
(크고 

분명하게)

순
환

표기
언어

G7국가

미국 - 경고문구 비의무적

영국 - 30% O O O O 국어

독일 O 30% O O O O 국어

프랑스 O 30% O O O O 국어

일본 - 30% O O O O 국어

캐나다 O 50% O O O O 국어

이탈리아 O 30% O O O O 국어

브릭스 국가

브라질 O 50% O O O O 국어

러시아 - 4% - - - - -

인도 O 50% O O O O 국어

중국 경고문구 비의무적

추가 비교국가 싱가폴 O 50% O O O O 국어

OECD
국가(23개국)

한국 - 30% O O O O 국어

폴란드 O 30% O O O O 국어

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도성 용어 사

용 금지’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경고 문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

우 ‘오도성 용어 사용 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담뱃갑의 흡연경고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50%이상의 표시면적이 

요구되지만 적어도 30%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FCTC 조항에 따라 대

부분의 국가들이 30%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6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4%로 가장 적은 

면적을 흡연경고에 적용하고 있다(표 5-12 참조). 

<표 5-12> 국가별 흡연경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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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오도성 
용어

사용 금지

경고

면적
각 담배갑
/라벨에 

표시

흡연
위해성
묘사

문구의 가시성
(크고 

분명하게)

순
환

표기
언어

멕시코 - 25% - - - - -

호주 O 60% O O O O 국어

뉴질랜드 - 60% O O O O 국어

스페인 O 30% O O O O 국어

터키 O 30% - - - - -

오스트리아 O 30% O O O O 국어

벨지움 O 35% O O O O 국어

덴마크 O 30% O O O O 국어

아이슬랜드 O 30% O O O O 국어

체코 O 30% O O O O 국어

핀란드 O 30% O O O O 국어

그리스 O 30% O O O O 국어

헝가리 O 30% O O O O 국어

아일랜드 O 30% O O O O 국어

룩셈부룩 O 30% O O O O 국어

네덜란드 O 30% O O O O 국어

노르웨이 O 30% O O O O 국어

포르투갈 O 30% O O O O 국어

슬로바키아 O 30% O O O O 국어

스웨덴 O 30% O O O O 국어

스위스 O 30% O O O O 국어

주: ‘-’ 보고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자료원: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에서 2013. 9. 11. 인출.

3) 외국의 연구근거 

가)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연구근거

Moodie 외(2012)는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없는 담뱃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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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을 1) 담뱃갑 및 담배브랜드의 선호도, 2) 경고문구 중요성, 

3) 제품의 유해성 및 강도에 대한 인식, 4) 흡연에 대한 태도, 신념, 행동, 

5) 담뱃갑 정책 도입의 촉진제 및 장벽 등으로 구분해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디자인 없는 담뱃갑이 일반 담뱃갑 보다 일반인들에게 선호

도가 떨어지며, 품질이 낮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고, 흡연자

에게 특정 브랜드와 관련된 선호가 약해지며, 경고문을 상기시키는 효과

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디자인 없는 담뱃갑이 상대적으로 화려한 브랜드

에 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흡연에 관한 부정적인 느낌을 주며 흡연 시

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흡연자가 흡연자

에 비해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하여 더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Beede 외(1992)가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자인 

없는 담뱃갑의 경고 문구 인지에 관한 효과를 연구한 효과에 의하면, 디

자인 없는 담뱃갑의 경고문구가 일반 담뱃갑의 경고 문구보다 더 오래 기

억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질병과 관련한 경고 문구의 

효과는 일반적인 경고 문구 또는 독성에 관한 경고 문구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Wakefield 외(2013)의 연구는 호주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없

는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와 일반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신

념 및 금연 의향을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디자인 없는 담뱃

갑의 담배 흡연자는 일반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보다 그들이 피우는 담배

의 질이 더 낮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흡연에 관한 만족도가 더 낮게 측정

되었고, 성인 흡연자 사이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더 많이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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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뱃갑 그림 및 경고 라벨에 대한 연구근거

담뱃갑 그림 및 경고 라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Borland 

외(2009)의 연구에서는 담뱃갑 그림 및 경고 라벨에 대한 효과를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성인 흡연자 17,773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경고 문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경고 효과 

또한 커지고, 경고 문구보다는 경고 그림의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2006년 호주의 새로운 담뱃갑 경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 흡

연자들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egarty 외(2006)의 연구에서는 캐나다 담뱃갑 그림 및 문구 경

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 담뱃갑의 ‘담배가 암의 원인이다’ 

경고 문구가 흡연자들의 37.6%에게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더 관심

을 갖게 만들었으며, 그림이 들어간 경고 라벨은 63.1%의 흡연자들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금연에 대한 인식

효과는 경고 문구(36.8%에서 41.8%)만 있는 라벨에 비해 그림이 들어간 

경고문구 라벨(60.9%에서 69.3%)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제기준(정책)과 연구근거의 간극 

외국에서 수행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연구문헌들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디자인 없는 담뱃갑 및 담뱃갑 그림·문구 경고에 대한 체

계적 문헌고찰과 개별 국가의 관련 중재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상당

수 존재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결과는 FCTC의 11조의 디자인 없는 담뱃

갑과 경고 문구에 대한 권고사항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디자인 없는 

담뱃갑 및 담뱃갑 그림과 문구 경고에 대해서 국제기준과 연구 간의 간극

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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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 정책과 연구근거

1) 국내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2월부터 담배 사업법에 담뱃갑 경고 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뱃갑 포장

지의 앞뒷면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2004년부터는 담배사업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흡연 경고 문구 3개를 2년씩 순환하도록 하였으

며 경고문구 사각형의 크기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현재 담

뱃갑 앞·뒷면의 흡연 경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

<표 5-13>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 경고 문구

앞면 뒷면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
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
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
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
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
다.

     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115호(2008. 10. 17)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8-17호(2008. 9. 29) 참조, 담뱃갑 앞‧
뒷면의 흡연경고 문구표

자료원: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에서 2013. 9. 11. 인출.

국내에서 FCTC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에 관련하

여 ‘각 담뱃갑/라벨에 흡연경고표시’, ‘문구의 가시성’, ‘흡연 위해성 묘

사’, ‘흡연경고 순환’, ‘흡연경고 면적’ 등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다. 반면 ‘오도성 용어 사용금지’, ‘사진 및 그림 등의 경고문

구 사용’ 등은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표 5-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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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FCTC 제11조와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 비교표

항목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국내법 향후 추진사항 

기만적 
용어 
사용금지

(제11조 1항 가) 담
배제품 포장 및 라벨
은 허위·오도성 예방

관련 국내법 없음 법 규정 필요

경고
문구

(제11조 1항 나) 담
배제품 각 포장 등에 
유해성 기술 하는 건
강 경고문구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담배 사업자는 담
배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등 질병원인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 갑포장지에흡연
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
된 경고문구 표시

경고문구 교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2항) 
흡연경고문구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을 6월전 일간신문 공고 혹은 관보
고시

다양한 경고
문구 선택으
로 강화필요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시행규칙) 
경고문구: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 
색상: 사각형 및 경고 문구 색상은 포장지 
등 도안색상과 보색관계 
글자체: 고딕체 
표기위치: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하단

시행규칙 구
체화 필요

주요 표시면 50% 이
상 크기 요구됨
(반드시 30%이상)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흡연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

면적강화 필
요, 해당면적 
활용방침 구
체화 필요

사진, 그림형식, 또는 
일부 포함가능

관련규정 없음
법 개정
추진

담배관련 
성분 및 
배출물
정보표기

(제11조2항) 담배제
품 각 포장·라벨은 
성분 및 방출물 정보
제공

(담배사업법 제25조 2) 담배1개비의 연기 
중 포함 주요성분과 함유량 담배 갑 포장지
에 표시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3) 표시성분종
류는 타르와 니코틴

외부포장지
명시법
강화 필요

자료원: 보건복지부(201).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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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근거46)

⧠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는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연구, 특히 디자인 없는 담뱃갑

이 금연이나 흡연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정

책적 의미를 다룬 1개의 종설과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을 조사한 연구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홍준(2013)은 디자인 없는 담뱃갑이 국내 담배규제 정책에 주는 의

미를 고찰한 연구에서 이 같은 담뱃갑은 현재 흡연자의 담배소비를 줄이

거나 금연을 유도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지만 아직 흡연을 시작하지 않았

거나 시작한 청소년에서 흡연을 시작하거나 평생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

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대한민국 보고서(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에 따르면, 2008년과 2010년 조사 결과,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담뱃갑의 입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

사 되었다. 

⧠ 담뱃갑 그림 및 경고 라벨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 담뱃갑의 그림 및 경고 라벨에 대해서는 7개 연구문헌을 파

악하였으며 주로 해당 중재의 구체적 방법과 효과 혹은 인식을 다루고 있

었다.

신윤정 외(2006)의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에

서는 수도권 거주 흡연자 200명을 대상으로 담뱃갑의 디자인 변화로 인

46) 이 연구에서 검토한 개별 국내연구관련 내용은 <부록 2>에 근거표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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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의 흡연위해성에 대한 인식 및 금연의도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 내용의 경고문구가 담배 위해성 전달과 금

연의도에 도 효과적이고, 경고문구 박스의 크기가 클수록 담배 위해성 전

달과 금연의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담배의 부정적 속성

을 완화시키기는 언어적, 시각적 표현물, 상표명을 사용할수록 금연의도

에 미치는 효과가 적게 나타났다.

ITC 프로젝트는 20여 개국에서 FCTC 핵심정책의 정신사회적 및 행

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다국가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며 우리

나라도 3차례 조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 조사 결과는 [그림 5-10]과 같

다.

〔그림 5-10〕 흡연자의 담뱃갑 건강 경고에 대한 인식과 영향

자료원: 보건복지부(2012).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대한민국 보고서. 서울:보건복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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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2009)의 ‘흡연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는 담뱃갑 포장 및 라벨규제에 대해 2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

로 그림경고 인식과 그림경고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

과, 담뱃갑 포장의 언어적 시각적 표현방식은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을 

전달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고, 담뱃갑 성분표시방식을 수정하고, 담

뱃갑을 통한 회사의 광고디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강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문자경고보다 그림경고의 금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그림경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인숙(2007)은 ‘담뱃갑 경고문 유형과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흡연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담뱃갑 경고문 유형과 메

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흡연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담뱃갑 경고

문 유형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금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연구

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 문구 경고문을 그림 경고문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정적 프레이밍 메시지가 긍정적 프레이밍 메시지에 

비해 금연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외(2004)는 ‘흡연 대학생의 담뱃갑 금연 경고문구와 그림경고

문에 대한 평가’에서 흡연 대학생의 담뱃갑 금연 경고문구와 그림경고문

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경고문구 인지도는 ‘보통’이상이 81.6%, 

금연효과는 ‘보통’이상이 45%로 나타났는데, 담뱃갑 그림경고문의 시각

효과와 금연효과가 비슷하게 평가되고, 흡연자들은 현행 담뱃갑 경고문

구보다 그림경고문이 금연에 도움을 더 많이 준다고 연구되었다.

조경숙(2006)은 ‘담뱃갑 흡연경고표시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연구에

서 현행 담배 경고 문구에 대한 평가 및 그림을 삽입한 새 경고표시에 관

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현행 흡연경고문구 효과가 없다고 응답

한 비율은 87.2%이며, 경고 문구가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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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을 도입한 새 경고표시 경우, 담배의 해독성 인식 효과 비율은 

84.6%, 담배의 해독성 지식 전달 효과는 81.5%, 금연효과 비율은 

75.9%, 담배구매 억제효과는 64.1%로 조사되었고, 그림 경고표시 대한 

찬반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0%이상, 흡연자의 70%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현 외(2007)는 ‘외국 담뱃갑 경고 그림의 금연유도 효과에 대한 평

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담뱃갑 그림 경고문 사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시

각적 이미지의 경고 그림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

는 경고 그림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110명을 대상으로 경고 그림이 

부착된 외국의 담뱃갑 64개를 보여주면서 설문지에 자기 기입하도록 하

여 금연 유도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사용할 때에는 이미지 강도가 강하고 흡연의 부정

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피해-중심 경고 그림이 금연 유도에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 정책 및 연구의 간극 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FCTC 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협약 발효 3년 이내인 2008까지 시행할 의무

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제기준이 일종의 법처럼 작용해서 관련 정책이

나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담뱃갑에 표시해야 되는 경고 문

구, 그림 경고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 혹은 효과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상

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이 경우의 문제는 국내의 연구근거에서 제시

된 구체적 내용이 담뱃갑의 경고 문구에 대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다. 외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연구들이 정책

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190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연구는 관련 종설이나 ITC 국내조

사 항목 중 하나로만 다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와 관련된 보건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WHO가 제정한 FCTC기준

이 국내 정책과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디

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첫째, 경고문구와 달리 ‘디자인 없는 담뱃갑’ 은 FCTC와 같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둘째, 외국에서도 정책으로 수행된 경우가 일부 국가

에 불과하며, 셋째,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 등에서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조홍준(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디자인 없는 담뱃

갑’이 흡연예방 정책에 갖는 의미가 상당하고, ITC 국내조사에서도 우호

적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디자

인 없는 담뱃갑’에 대해서는 연구와 정책 간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정책과 연구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이

를 종합하면, 담배 위해성 관련 경고에 대해서는 연구근거와 정책의 연계

가 미흡하고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연구수준이 빈약하므로 향후 이

와 같은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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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정책 담당자와 연구자의 담배관련 정책과 연구 
활용에 대한 인식

1. 조사 목적

최근에 공중보건영역에서도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공중보건영역에서 중요한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대상으로 하

여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 활용에 대한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며, 구체적 조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근거의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하고, 

둘째, 담배관련 보건영역의 주요 이슈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여 해당 

분야의 근거 생산, 및 정책적 활용도, 장애요인을 파악하며,

셋째,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는 ‘디자인 없는 담뱃갑(plain 

package)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는 ‘간접흡연 관련 

금연 조례’를, 연구자를 대상으로는 위의 두 가지 정책 모두를 묻는 문항

으로 구성하여, 각 집단의 인식도 파악 및 집단 간 정책 인식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가. 조사대상

이 연구는 담배 관련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담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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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용 설문영역 세부 설문내용

일반적인 보건정책 실행에서의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한 근거 생산이 일반적인 보건정책 실행에 미
치는 영향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의 필요성

담배(흡연, 금연) 관련 연구 수행 
분야 및 수행 이유

담배(흡연, 금연)관련 연구 수행 분야
담배(흡연, 금연) 연구를 수행한 이유

담배(흡연, 금연) 관련 연구의 정
책 반영여부 및 이유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이유

연구자의 경우 담배 관련 연구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각 학회 회원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응한 대한금연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

방의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의 회원에 대해서, 담배관련 보건연

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설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설

문에 응답하도록 진행하였다.

정책담당자는 담배(흡연, 금연) 관련 정책을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과

거에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로 중앙정부 정

책담당자 총 20명, 지방정부 정책담당자 총 159명(시도 정책담당자 20

명, 시군구 정책담당자 1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설문구성

연구자용 설문은 일반적인 보건정책 실행에서 연구근거의 활용에 대한 

인식, 담배관련 연구 수행 분야 및 이유, 연구의 정책반영 여부 및 이유, 

정책 개발 참여경험, 정책에서 연구근거 기반 수준 및 장애요인, 실외금

연정책 및 관련 연구 필요성, 디자인 없는 담뱃갑(plain package), 건

강 경고(health warning) 정책에서 추가연구 필요성, 일반적 사항 등 

크게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표 5-15 참조).

<표 5-15> 연구자용 설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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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용 설문영역 세부 설문내용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

담배(흡연, 금연) 관련 정책 개발
에 참여경험 및 참여분야

담배(흡연, 금연)관련 정책개발 참여경험
담배(흡연, 금연)관련정책 개발의 참여분야

담배(흡연, 금연) 관련 정책 수행 
시 연구근거 기반 수행수준 및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담배(흡연, 금연)관련 정책이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수행
하는 수준
연구근거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장애요인
담배(흡연, 금연)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
야 

국내 실외금연정책 및 관련 연구
의 필요성

국내 실외금연정책의 필요성
국내 실외금연정책 관련 추가 연구의 필요성

Plain package & 국내 health 
warning 정책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Plain package에 대한 인지여부
국내 health warning 정책의 필요성
국내 Health warning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국내 Health warning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한 이유
Health warning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이
유

일반적 사항 성, 연령, 최종학력, 소속기관 유형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용 설문은 일반적인 보건정책 실행에서 연구근거

의 활용, 지원 연구조직,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생산, 정책수행 시 연구근

거 기반 수준 및 장애요인, 추가연구 필요 분야, 건강경고 정책 관련 추가

연구 필요성 및 이유, 일반적 사항 등 총 6가지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

였다. 지방정부 정책담당자용 설문은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용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건강경고 정책 대신에 금연조례와 간접흡연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표 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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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용 설문구성

정책담당자용 설문영역 세부 설문내용

일반적인 보건정책 실행에서의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한 근거 생산이 일반적인 보건정책 실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의 필요성

소속기관의 지원연구조직 유무, 
유형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물 생산 여부

소속기관의 지원연구조직 유무
지원 연구조직의 유형
지원 연구조직의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물 생산여부 

담배(흡연, 금연) 관련 정책 수행 
시 연구근거 기반 수행수준 

답배(흡연, 금연) 관련 정책 수행시 연구근거 기반 수
행수준

담당 업무 현안 관련 추가 연구
가 필요한 분야

담당 업무 현안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

국내 health warning 정책 관련 
추가 연구의 필요성 및 이유1)

국내 health warning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
요성
국내 health warning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한 이유

금연조례 제정 시 연구자의 지원
수준 및 연구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2)

금연조례 제정 유무
금연조례 제정 시 연구자의 지원수준
연구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간접흡연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인식2)

간접흡연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에 대한 근거유무
연구근거의 유형 

일반적 사항 성, 연령, 최종학력, 소속기관 유형

주1):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만 질문하였음.
주2):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만 질문하였음.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22일부터 4주간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

적 정보는 서버에서 삭제하였다. 설문대상자에게는 각 학회를 통해 설문

요청 이메일을 보냈으며, 첫 번째 설문요청 메일 발송 2주일 후 설문응답 

요청 메일 및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국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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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

전체 132(100.0)

연령

30세 미만 23(17.4)

30~39세 59(44.7)

40~49세 31(23.5)

50~59세 14(10.6)

60세 이상 5(3.8)

결측값 -

평균±표준편차 38.4±9.57

성별

남 73(55.3)

여 59(44.7)

결측값 -

윤리정책연구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다(IRB 

No. P 01–20 1306-SB-07-02).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연령은 평균과 표

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IBM)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결과

  가. 연구자의 인식

조사 결과, 담배관련 보건연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132

명이었다. 응답한 연구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이었으며, 30~39세가 

44.7%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55.3%로 여성(44.7%)보다 

많았다. 최종학력은 박사학위 취득이 40.2%로 가장 많았고, 소속은 

대학 또는 대학 내 연구소가 49.2%로 가장 많았다(표 5-17 참조).

<표 5-17>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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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전체 132(100.0)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27(20.5)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64(48.5)

특정 또는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40(30.3)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8)

연구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

최종학력

전문학사 -

학사학위 취득 17(12.9)

석사수료 2(1.5)

석사학위 취득 30(22.7)

박사수료 28(21.2)

박사학위 취득 53(40.2)

기타 -

결측값 2(1.5)

소속

대학/대학 내 연구소 65(49.2)

정부산하 연구원(대학 내 연구소 제외) 30(22.7)

정부산하 행정기관 18(13.6)

대학병원 13(9.8)

 연구근거가 일반적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에게 ‘연구근거가 일반적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

문한 결과, 응답한 연구자의 48.5%에서 연구가 일반적 보건정책에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20.5%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 연구

자의 69.0%가 ‘연구근거가 전반적 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

견을 가지고 있었다(표 5-18 참조).

<표 5-18> 연구근거가 일반적 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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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구

자의 69.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필요하다’고 응

답하는 등 모든 연구자가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담배관련 수행한 연구주제

연구자들에게 ‘담배관련 수행한 연구주제’를 질문하였다. 응답자 132

명에게 담배 관련 연구 수행 분야를 조사한 결과, ‘금연을 지원하는 서비

스 관련’(39.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

터링 관련’(37.9%),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관련’(28.0%), ‘담배의 위험

성에 대한 경고 관련’(22.7%), ‘담배세 인상 관련’(22.0%), ‘담배광고, 판

촉, 후원 금지 관련’(12.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11 참조).

〔그림 5-11〕 금연 관련 연구주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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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용및 정책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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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관련

담배의위험성에 대한 경고 관련

담배세인상 관련

담배광고, 판촉, 후원금지 관련

(%)

*

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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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련 연구를 수행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연구자의 개인

적 관심’이 75.8%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 또는 지자체

의 요청’(28.0%), ‘소속기관의 요청’(18.9%), ‘기타’(3.8%) 순으로 

나타났다.

－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의 정책반영 유무

담배관련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수행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28.8%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그렇다’가 5.3%로 연구자의 34.1%가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연구자의 담배관련 보건정책 참여경험

응답자의 23.5%(31명)가 담배관련 정책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책개발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한 분야로는 ‘중앙

정부의 담배관련 정책’이 58.1%(1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

앙 및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38.7%), ‘지방정부의 담배관련 정

책’(22.6%) 순이었다(표 5-19 참조).

<표 5-19> 담배관련 정책 개발 참여 분야

구분* 응답(%)

중앙정부의 담배관련 정책 18(58.1)

중앙 및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12(38.7)

지방정부의 담배관련 정책 7(22.6)

기타 1(3.2)

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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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 및 장애요인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에 대하여 응답자의 59.1% 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3.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연구자의 62.1%는 담배(흡연, 금연) 정책에서 연구근거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담배(흡연, 금연) 정책 수행 시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는 82명에게 연구근거의 정책반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

용),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연계부족’이 4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으로는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또는 필요한 연구물의 부족’(36.6%), ‘데

이터 인프라 부족’(35.4%), ‘정책결정자가 HSR(Health Service 

Research)과 정책이 충분히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31.7%), ‘관련 

연구의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부족’(30.5%), ‘연구예산 부족’(29.3%), ‘적

절한 연구 인력 부족’(26.8%), ‘HSR 결과 공표 및 확산의 어려

움’(14.6%), ‘정책 환경의 특수성’(3.7%) 순이었다(그림 5-12 참조).



200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그림 5-12〕 담배 관련 정책에서 연구근거 반영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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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의 특수성

    

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 Health Service Research (HSR)

 추가연구가 필요한 분야 

담배(흡연, 금연)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중복응답

허용)에 대해 응답자 132명에게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관

련’이라는 응답자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담배세 인상 

관련’(50.0%),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관련’(49.2%), ‘금연을 지

원하는 서비스 관련’(33.3%), ‘담배광고, 판촉, 후원 금지 관련’(32.6%),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관련’(23.5%), 기타(3.8%) 순이었다

(그림 5-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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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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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실외금연정책 및 연구의 필요성

실외금연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0.6%

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연

구자의 97.0%는 실외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실외금연

정책 관련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66.7%, ‘필요하다’가 33.3%로 연구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 없는 담뱃갑과 건강경고정책 및 연구 필요성

연구자 중에서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3.9%로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2%가 건강경고(health warning)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3%가 ‘필요하다가’고 응답하는 등 연구자의 

95.5% 가 국내 건강경고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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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전체 12(100.0)

연령

30세 미만 4(33.3)

30~39세 7(58.3)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결측값 1(8.3)

평균±표준편차 32.28±3.76

경고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6.1%, 

‘필요하다’가 37.9%로 연구자의 94.0%가 건강경고에 대한 추가적인 국

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연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정책에 

대한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서’(50.0%)와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서’(48.4%)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반면에 연구자 중 매우 소수만이 건강경고 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

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외국의 연구 결

과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과 ‘기존의 연구로도 정책적 요구가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주로 응답하였다.

  나.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의 인식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는 설문 대상자 20명 중 12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자의 평균 연령은 32.3세이었으며, 30~39세가 58.3%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6.7%로 남성(25.0%)보다 많았다. 최종 학력은 석사학

위 취득이 50.0%로 가장 많았고, 소속은 중앙부처지원단이 66.7%로 가

장 많았다(표 5-20 참조).

<표 5-20>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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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성별

남 3(25.0)

여 8(66.7)

결측값 1(8.3)

최종학력

전문학사 -

학사학위 취득 3(25.0)

석사수료 -

석사학위 취득 6(50.0)

박사수료 1(8.3)

박사학위 취득 1(8.3)

기타 -

결측값 1(8.3)

소속
중앙부처 4(33.3)

중앙부처 지원단 8(66.7)

 일반적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인식

설문에 응답한 중앙정부정책담당자의 83.3%가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8.3%가 ‘모든 부분

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연구근거가 보건정책 전반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3.3%이

었고,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6.7%로 중앙정부 정책담당자 모두가 보건

정책에 연구근거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원연구조직 유무 및 연구 생산 

중앙정부정책담당자의 50.5%는 지원연구조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

원연구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6명에게 연구조직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6명 

모두 정부출연 연구소(건강증진재단, 암센터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지원연구조직의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생산여부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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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부분이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의 연구근거 기반 정도

중앙정부정책담당자의 75.0%(9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6.7% 

(2명)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이 담배관련 보건정책 수

행 시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

응답자가 담당하는 업무현안과 관련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허용),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관련’(75.0%)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연을 지원하는 서비스 관

련’(58.3%)과 ‘담배세 인상 관련’(58.3%),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관련’(41.7%)과 ‘담배광고, 판촉, 후원 금지 관련’(41.7%), ‘간접흡연으

로부터 보호 관련’(25.0%) 순이었다(그림 5-14 참조).

〔그림 5-14〕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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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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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담당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

전체 99(100.0)

연령

30세 미만 8(8.1)

30~39세 27(27.3)

40~49세 43(43.4)

50~59세 21(21.2)

60세 이상 -

결측값 -

평균±표준편차 42.0±9.32

성별
남 26(26.3)

여 73(73.7)

최종학력

전문학사 39(39.4)

학사학위 취득 38(38.4)

석사수료 4(4.0)

국내 건강경고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필

요하다’가 50.0%, ‘매우 필요하다’가 41.7%로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의 

91.7%가 추가적인 국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 국내연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책에 대한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서’, ‘외

국 연구와 비교 분석을 위해서’, ‘기존의 국내 연구가 정책 활용에 적합하

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다. 지방정부 정책담당자의 인식 

설문조사에 응한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는 총 99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2.0세였으며, 40~49세가 43.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73.7%로 남성(26.3%)에 비해 많았고,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39.4%로 

가장 많았다. 소속은 보건소가 87.9%, 시·도청이 12.1%였다(표 5-21 참

조).

<표 5-21> 지방정부 정책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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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담당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

석사학위 취득 12(12.1)

박사수료 1(1.0)

박사학위 취득 -

기타 5(5.1)

소속

시·도청 12(12.1)

보건소 87(87.9)

기타 -

 일반적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인식

설문에 응한 지방정부 담당자의 52.5%가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

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18.2%가 ‘모든 부분에 영

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 정책담당자의 70.7%가 연

구근거가 보건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22 참조).

<표 5-22> 연구근거 생산이 일반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방정부 정책담당자

의 인식

구분 응답(%)

전체 99(100.0)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18(18.2)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52(52.5)

특정 또는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29(29.3)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의 필요성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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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필요하다’가 38.4%로 지방정부 정책담당자의 98.0%가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5-23 참조).

<표 5-23> 보건정책에서의 연구근거 활용 필요성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의 필요성 응답(%)

전체 99(100.0)

매우 필요하다 38(38.4)

필요하다 59(59.6)

필요하지 않다 2(2.0)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유무

응답자의 9.1%만이 지원연구조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지원연

구조직의 유형으로는 제시한 것은 지원단(건강증진사업단 등)이 66.7%

로 가장 많았고, 정부출연 연구소(건강증진재단, 암센터 등)(22.2%), 대

학(11.1%) 순이었다.

 담배관련 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 및 장애요인

지방정부정책담당자에게 정책이 연구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질문

한 결과, 6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3.1%가 ‘매우 그렇다’고 응

답하는 등 전체 지방정부정책담당자의 74.7%가 연구근거에 기반해서 정

책을 수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지방정부정책담당자가 연구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정책 환경의 특수성(정

책 진행의 긴급성, 업무과다, 자원부족 등)’이 6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인프라 부족’(48.0%),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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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2.0%), ‘정책결정자가 보건연구가 정책과 충분히 관련 있다고 생

각하지 않음’(32.0%), ‘적절한 연구인력 부족’(24.0%),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또는 필요한 연구결과 부족’(20.0%), ‘관련 연구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족’(16.0%), ‘연구예산 부족’(12.0%), ‘연구결과 공표 혹은 확산의 어

려움’(8.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15 참조).

〔그림 5-15〕 담배 관련 정책에서 연구근거 반영의 장애요인에 대한 지방정부 정책담당

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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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담당정책과 연구에 대한 인식 

지방정부정책담당자들에게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배관련 정책을 조사

한 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92.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금연 지원서비스’(88.9%)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45.5%), ‘담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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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의 모니터링’(21.2%), ‘담배광고, 판촉, 후원 금지’ (5.1%), ‘담배

세 인상’(3.0%) 순이었다. 또한 담당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렇다’가 47.5%(47명), ‘매우 그렇다’가 5.1%(5명)

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가 30.3%로 가

장 많았고,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관련’(23.2%), ‘금연을 지원하

는 서비스 관련’(22.2%), ‘담배세 인상 관련’(10.1%),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관련’(9.1%), ‘담배광고, 판촉, 후원 금지 관련’(8.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16 참조).

〔그림 5-16〕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 정책담당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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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금연조례제정 시 연구지원 

금연조례 제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80.8%은 ‘이미 금연조례를 제정하

였다’고 응답하였고, 16.2%는 ‘제정 준비 중이다’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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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조례 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진행 중으로 응답한 정책담당자에게 

금연조례 제정 시 연구자(학계, 연구소, 지원단 등)의 지원여부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47.9%, ‘전혀 그렇지 않다’가 3.1%로 응답

자의 51.0%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간접흡연 관련 금연조례 제정 시 연구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로는, ‘정책 진행의 긴급성’(36.7%)과 ‘연구 인력의 부족’(36.7%) 때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구 예산의 부족’(22.5%)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표 5-24 참조).

<표 5-24> 간접흡연 관련 금연조례 제정 시 연구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연구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응답(%)

전체 49(100.0)

정책 진행의 긴급성 18(36.7)

연구 인력의 부족 18(36.7)

연구 예산의 부족 11(22.5)

기타 2(4.1)

 간접흡연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연구근거 활용

금연조례 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응답자 96명에게 간

접흡연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을 조사한 결과 ‘실제 비흡연자 보호 효과’

가 75.0%로 가장 많았고, ‘실외 금연장소 선정’(59.4%), ‘실제 흡연율 감

소 효과’(42.7%), ‘벌금부과 기준’(29.2%), ‘벌금부과 금액산정’(25.0%), 

‘어느 문항도 고려하지 않았다’(1.1%) 순이었다(표 5-25 참조). 또한 간

접흡연 정책 수립 시 응답자의 22.9%(22명)만이 연구근거가 있었다고 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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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간접흡연 관련 정책수립 시 고려사항

구분 응답(%)

전체 96(100.0)

실제 비흡연자 보호효과 72(75.0)

실외금연장소 선정 57(59.4)

실제 흡연율 감소 효과 41(42.7)

벌금부과 기준 28(29.2)

벌금부과 금액산정 24(25.0)

어느 문항도 고려하지 않음 1(1.1)

주: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음.

  라.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비교

담배(흡연, 금연) 관련 보건정책에서의 연구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자와 

지방정부 정책담당자 간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때 분석의 의미가 있는 핵

심문항으로, 1) 담배관련 보건정책의 연구근거 기반 정도, 2) 연구근거의 

정책반영 장애요인, 3) 추가연구가 필요한 분야 등을 선정하였다. 한편,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는 조사대상 수가 매우 적으므로 비교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의 연구근거 기반 정도 

담배관련 보건정책 및 관련연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간의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보건정책의 연구근

거 기반 정도’였다. 연구자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4.1%만이 담배관련 보

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잘 되었다고 하였으나, 반대로 지방정책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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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책 수행 시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수

행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자는 정책의 

연구근거 반영을 구체적이거나 엄격하게 사고하고 있는 반면, 정책담당

자는 근거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 차이로 추

정해 볼 수 있다(그림 5-17 참조).

〔그림 5-17〕 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간 연구근거의 정책 반영에 대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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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관련 보건정책의 연구근거 반영 장애요인

담배(흡연, 금연) 정책 수행 시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응

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정책담당자

의 경우, 정책 환경의 특수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지만 연구

자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에 가장 적은 빈도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담당자가 주요하게 언급한 장애요인은 데이터인프라 부족이었다. 

한편 연구자의 경우 ‘정책결정자와 연구자의 연계부족’,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연구 부족’, ‘연구결과물의 미흡한 부분’, ‘연구예산 부족’, 

‘연구결과 확산의 어려움’ 순으로 장애요인을 언급하였다. 나머지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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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두 집단의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18 참조).

두 집단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정책담당자는 정책 환

경과 데이터 인프라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반면 연구자들은 연

구결과와 그의 확산, 정책담당자와의 연계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8〕 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간 연구근거의 정책 반영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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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인프라 부족

정책환경특수성(정책 진행의 긴급성, 업무과다 등)

지방정부정책담당자 연구자

주: 이 문항은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추가연구가 필요한 분야

담배관련 보건정책 분야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

구자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접흡연으로부

터 보호’, ‘담배세 인상’, ‘담배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 필요

성을 높게 두었으며, 다음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담배광고와 판촉’ 등

에 대해서도 비교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편이었다. 

지방정부정책담당자 또한 연구자와 유사한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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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담뱃세 인상’과 ‘담배 위험성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9 참

조).

〔그림 5-19〕 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간 추가 연구에 대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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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관련

지방정부정책담당자 연구자

주: 이 문항은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4. 소결

이 조사는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의 관점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보건 영역에서 연구를 통한 근거생산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질문에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모두 연구근거의 영향력을 인

정하였다. 또한 정책의 수립·집행 시 연구근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모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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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정책담당자 간의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보건정

책이 연구근거에 기반한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자에서는 전체 응답

자의 34.1%만이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잘 되었다고 

하였으나, 반대로 지방정책담당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책 수

행 시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정책에서 연구근거의 반영을 구

체적이거나 엄격하게 사고하고 있는 반면, 정책담당자는 근거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배관련 보건정책 수행 시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질

문한 결과, 정책담당자의 경우, 정책 환경의 특수성과 데이터 인프라 부

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지만 연구자는 ‘정책결정자와 연구

자의 연계부족’, ‘연구부족’ 혹은 ‘연구결과 확산의 어려움’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 분야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

구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보

호’, ‘담배세 인상’, ‘담배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도 연구자와 유사하게 연구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는 연구자와 비

교해서 연구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긍정적 의

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담배 위험성에 관한 경

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자들은 건강경고 관련 연구에 대해서도 대체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정책담당자도 필요성에 대해 대체

로 동의하였다. 연구자들이 추가연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은 ‘정책

에 대한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서’와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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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연구자들 중에서도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건

강경고 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 이유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과 ‘기존의 

연구로도 정책적 요구가 충족되기 때문’이 주로 제시되었다.

한편 지방정부정책담당자들 중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금연조례 제정 시 

연구자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절반 정도였으며, 간접흡연관련 금연조례

를 제정했거나 제정 중인 정책담당자들 중에서 약 1/4 정도만이 관련 연

구근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정책담당자의 연구근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수준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모

두 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연구근거를 정책

에 반영한다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존

재하였다. 따라서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를 활용한다는 것, 즉 근거중심

정책의 의미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가 상호 의사소통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담당자와 연구자가 연구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서도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연구자

와 정책담당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수준에서 근거중심정책 구현을 위한 연구생산과 확산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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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정책과 관련된 지식확산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고, 국내외 보건연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보건정책에서 연구

근거 활용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식확산’과 연구합성에 대한 이론

WHO에서는 연구근거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서 ‘지식확

산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지식확산은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 지식의 합성, 확산 및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지식을 활용하는 역동적

이며 반복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거중심정책에 필요한 지식확산 체계를 갖추려면 ‘어떤 유형의 근거’

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보건

정책의사결정에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합성연구가 적합하며, 이를 활용해

서 ‘evidence based policy briefs’ 등과 같이 정책과 연구의 간극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기관) 수준에서는 일차적으로 생산된 지식을 확산하는 책

임을 갖고, 환경적 수준에서 연구근거 확산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이 이

결론 및 정책제언: 보건영역의 
지식확산체계 구축의 필요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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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한다. 지식확산 인프라에는 기술적 요소(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

진)와 조직적 요소(정책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자, 이해당사자와 전

문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연구합성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전통적 의미의 양적 체계적 

문헌고찰은 중재와 효과에 대한 일차연구가 수행·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는 이상적인 리뷰방법이다. 한편, 복합적 중재의 특성상 중재가 효과적으

로 작동하는 맥락과 기전을 탐구하는 실재주의적 고찰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를 공중보건사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외국의 지식확산 활동 분석

영국의 경우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연구생산 및 

확산, 활용을 증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한 특징을 요

약하면 첫째, NIHR과 같이 보건영역의 응용연구와 연구정보 확산을 지

원하는 활동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서 지식확산과 관련된 활동이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합성, 특히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NHS의 지식 수용을 강화하

기 위해서 ‘Evidence Service’와 같은 웹기반 포털에서 연구근거를 제공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실무에서 근거활용을 강조하는 흐름이 사

회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캐나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

고 관련된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연구의 생산, 합성, 확산을 관리하는 체계

가 매우 조직적인데, CIHR이 기초, 임상연구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둘

째, 근거중심정책에 필요한 전략으로 ‘지식확산’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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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지식의 확산활동과 방법론 등을 담당하는 기구(예: McMaster 

Health Forum, Health Evidence)가 다양하고, 연구근거 확산 활동이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3. 국내 보건정책 연구 현황

국내 보건정책 연구현황을 파악하고자 최근 3년간 보건정책 연구기관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결과,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지원하는 재원도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보건연구

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없으며, 이로 인해서 보건정책담당자와 실무

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근거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

다.

4. 담배관련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현황과 인식 

○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현황

이 연구에서는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리뷰·일차

연구 및 연구보고서 생산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근거를 체계적으

로 검색한 결과, 총 803개의 연구논문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보고서는 76

개를 선정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 연구논문 중에서 체계적 고찰문헌은 적었으며, 정

책 혹은 중재프로그램을 다룬 연구의 비중도 적었다. 국내 담배관련 정책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방법을 검토한 결과, WHO가 제시한 정책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evidence based policy brief‘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

우는 소수였는데, 이는 체계적 문헌고찰이 적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대



222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안을 비교해서 제시한 경우가 적다는 관점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정책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적은 경우: ‘간접흡연의 건강 유해성’

에 대한 국제적 근거는 일반화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연구가 부족하지만 새로 연구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노출방지 정책’

에 대한 국제적 근거의 일반화가능성은 보통으로, 국내연구 수

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큰 경우: ‘금연구역 설정이 건강과 흡

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 근거의 일반화가능성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국내연구 필요

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정책과 연구의 간극 분석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담뱃갑에 표시

해야 되는 경고문구, 그림경고 등에 대한 방법, 효과 및 인

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연구내용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연구의 간극이 큰 경우: ‘디자인 없는 담뱃갑’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

요성이 있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3

○ 연구근거 활용에 대한 정책담당자, 연구자의 인식

담배관련 보건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연구자는 99명이 응답하였

고,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와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는 각각 12명, 139명이 

응답하였다.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모두 일반적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였고, 정책에서 연구근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전체 응답자의 34.1%만이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근거 

활용이 잘 되었다’고 하였으나,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들은 74.7%가 ‘정책

이 연구근거에 기반했다’고 응답하여 대조적 결과를 보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이 연구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정책담당자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과 ‘데이터 인프라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고, 연구자는 ‘정책결정자와 연구자의 연계부

족’, 혹은 ‘연구결과 확산의 어려움’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담배관련 보건정책 분야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

구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반면 지방정부 정책담

당자는 연구자와 비교해서 추가연구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적은 

편이었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들 중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금연조

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중인 경우에 약 1/4 정도만이 관련 연구근거가 있

었다고 응답하여 이들의 연구근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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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영역에서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건영

역의 ‘지식확산에 대한 체계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근거중심보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확산’을 주요 전략으

로 채택하고 전체 보건정책 연구에 대한 기획, 연구합성과 확산

활동 지원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연구자들이 정책에 필요한 연구합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책임성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근거를 확산

제2절 결론 및 제언 

근거중심정책 추진에 필요한 보건영역 ‘지식확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핵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모두 보건정책에서 연구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수준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한 차

이가 존재하고 있다.

⦁보건정책과 실무로 전파되어야 할 연구에 대한 관리가 비체계적

이며 보건정책연구에 대한 접근성, 공개성이 낮은 수준이다. 

⦁보건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연구합성(체계적 문헌고찰) 혹은 정책결

정 지원도구(예: evidence based policy brief)의 생산이 부족하다. 

이는 보건영역의 지식확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보건영역의 ‘지식확산’ 활동 

증진에 필요한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5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간 

협력을 강화해서, 정책담당자의 연구 활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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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청소년의 흡연행위 
변화기전 연구

현명선,
이영자,
남경아

2004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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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309
흡연예방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박은옥 2004 한국간호과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310
유치원 아동의 흡연태도 및 
흡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홍자,
백선복,
김현철,
최경희

2004
한국보건간호학

회
단면연구 현황

311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청소년 
흡연 행위 예측

홍윤미 외 
5명

2004
한국보건간호학

회
단면연구 현황

312

실업계 고등학생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효과에 관한 
연구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을 중심으로-

이혜숙 2004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13
인터넷과 모바일 금연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비교분석

송태민,
최지혜,
김혜경

2004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314
서울특별시 치과의사 흡연실태 
조사연구

권호근,
유자혜,
전현선,
김영남

2004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315
장기적 금연유지 요인 탐색: 
입원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2년 
간 추적 검증

서경현,
유제민

2004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중재

316
사업장 규모별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공급 실태 및 수요

장혜정,
장윤업

2004
한국보건교육건

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317
서울 시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이보은 외 
4명

2004
한국보건교육건

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18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지표 개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고혈압사업을 
중심으로-

서영준 외 
8명

2004
한국보건교육건

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정책

319
대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실태와 
관련성 분석

임국환,
이준협,
최만규,
김춘진

2004 대한보건협회 단면연구 현황

320
흡연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영주 외 
6명

2004
한국인적자원

관리학회
단면연구 현황

321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장,단기 금연 성공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탐색

서경현,
이석민

2004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322
경산지역 대학생의 흡연, 음주 
및 식행동에 관한 조사

양경미,
박찬성,
장정현

2004 대한가정학회 단면연구 현황

323 흡연유혹의 개념 개발 장성옥 2004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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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324
고등학생을 위한 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 효과 평가

박순우,
이주영,
박정한

2004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325
한국형 흡연유혹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장성옥 2004 한국간호과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326
청소년 흡연행동에 대한 
인지매개 모델의 검증

김명식,
권정혜

2004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기타

327
일 지역 고등학생의 흡연상태에 
따른 흡연지식과 흡연 태도

백경신,
최연희

2004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328
서울 일지역 청소년 흡연관련 
요인 분석

이정렬 외 
6명

2004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329
일지역 청소년을 위한 흡연 
예방사업 효과 평가

이정렬 외 
4명

2004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30
흡연 청소년의 신념, 친구교제, 
통제력 흡연 의도 자기효능에 
대한 비교연구

김희경 외 
8명

2004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31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 시행의 효과

황혜숙,
전진호,
김원중

2004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332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희 외 
4명

2004 한국청소년학회 단면연구 현황

333

WHO "담배통제에 관한 골격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개관 
-국내 이행법률 제정에 대비하여-

김대순 2004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334
공업계 남자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 형태와 흡연이 구강에 
미치는 영향

김지화,
이정화

2004 한국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35
미혼 여성의 음주양상과 
흡연정도 및 우울에 관한 연구

김계하 2004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단면연구 현황

336
성인 남성의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 사용에 
관한 연구

김옥수 2004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단면연구 현황

337

임상심리학회: 학술발표; 
흡연욕구 감소를 위한 가상환경 
단서노출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장한,
임영식,
양병환,
김선일

2004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중재

338
일 지역 금연희망 대학생의 
금연행위 관련 요인 연구

박영임 2004 한국간호교육학회 단면연구 현황

339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용 자료에 
관한 실태조사

정선희 외 
4명

2004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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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340

제10회 한국복지재단 직원논문 
공모수상작: 흡연 여고생에 대한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임영선 200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단면연구 중재

341
의과대학생들의 흡연 실태 및 
다른 건강 행태와의 관련성

박순우 외 
5명   

2004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342
청소년 흡연 자가보고와 
요코티닌 건사간의 일치도

정인숙,
박노례,
함진경   

2004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343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터넷 금연 강화 프로그램 
개발

김영복,
신준호,
김신월

2004 한국농촌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344
아동 금연 도우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김영복,
김신원,
신준호

2004 한국농촌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345
흡연 대학생의 담뱃갑 금연 
경고문구와 그림경고문에 대한 
평가

김현숙 외 
5명   

2004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346
청소년에서 흡연자 선별을 위한 
요중 코티닌 검사의 유용성

강윤희 외 
4명

2004
대한진단검사

의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347
성인 금연자의 금연유형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신성례,
장성옥,
김상숙   

2004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348
중학생의 흡연예방을 위한 
실험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최영미,
강현숙   

2004 기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349
군 지역 초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

이인숙 2004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350
흡연교육에 따른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 
비교

문정순 2004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351 청소년 흡연체험연구
이성옥 외 

7명
2004

한국질적연구 
센터 

단면연구 현황

352
도시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김원년 2004 한국인구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353

도시지역 사무실내 공기 중 
환경담배연기의 측정 -흡연이 
부유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백성옥,
박상곤

2004 한국대기환경학회 사례연구 기타

354

미디어효과 지각과 광고규제 및 
보도강화에 대한 태도 -음주, 
흡연, AIDS이슈에 대한 제3자 
효과, 제1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미정,
김종은

2004 한국방송학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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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355
한국의 담배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박길준,
김대순,
박동진,
이선규

2004 삼성출판사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356
택시기사들의 흡연실태 및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성공기대

김춘미,
손행미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357
흡연 대학생의 목표달성방법 
합의가 금연목표달성에 미치는 
효과

최인희 2005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58

청소년의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소시오드라마(Sociodrama) 
모형 개발

진혜전 2005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

회
단면연구 중재

359
흡연예방교육이 남자 중학생의 
금연의지와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백경신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60
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경신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61
직장 흡연남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금연의도간의 관계연구

김명숙 2005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62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한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목표 달성률 및 
금연특성 조사연구

최인희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63
금연 변화 단계에 따른 변화 
과정, 의사결정 균형, 흡연 
유혹의 차이

손행미 2005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64
금연학교 입원프로그램 전과 
후의 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인식변화

장성옥 외 
4명

2005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365
범이론 모형을 기초로 한 
농촌지역 성인의 금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옥희 외 
4명

2005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66 금연프로그램에 관한 최신지견 김미리혜 2005 한국심리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367
음주, 흡연 동시행위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미 2005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단면연구 현황

368
금연의 준비단계 영향변인: 
범이론적[Transtheoretical 
model]모형을 중심으로

장성옥 외 
4명

2005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기타

369
남성 당뇨병 환자의 흡연정도와 
흡연지식에 관한 연구

김옥수,
정진희

2005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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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370
남자 고등학생의 성격과 
흡연행태

강복수 외 
6명

2005
한국보건교육건

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71 한국 성인의 흡연기인 사망추이

유성림,
김공현,
김광기,
김정희

2005 한국보건사회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372
행동수정요법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금연에 미치는 
효과

이은진 2005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73
유아의 간접 흡연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태도 그리고 
대처행동

민하영,
권기남

2005 한국아동학회 단면연구 기타

374
일부 치과위생사의 금연 지도 
활동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김숙향,
김창희,
장종화

2005
한국보건교육건

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375
Transtheoretical Model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남성의 금연행위 분석

최찬호,
이진영,
손애리

2005 한국스포츠리서치 코오트 현황

376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청소년의 금연동기 탐색

한영란,
하은희,
박혜숙,
이보은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77
관상동맥질환자의 금연변화 
단계와 관련된 요인 및 
장애요인에 대한 전향적 연구

김화순 2005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78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에 의한 
PC방의 금,흡연구역 관리 실태 
조사연구

성기철,
전정윤

2005 한국생활환경학회 단면연구 정책

379
경기지역 일부치과의사 
흡연실태 조사연구

권호근 외 
5명

2005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380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의원들의 
흡연규제정책 지지도 및 관련 
요인

이원영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정책

381
중학교 흡연 예방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임미영,
박정원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82

경북대학교 개교 60주년 & 
통계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발표논문 원문; A구의 청소년 
흡연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사례연구

박동준 2005 한국통계학회 단면연구 현황

383
중학생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양경희,
김영희,
이정란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384
중학교 교사의 흡연예방교육 
실천의도와 영향요인: 계획된 
행위이론의 활용

최미영,
이명순

2005
한국보건교육건

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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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385
일지역 주민의 금연을 위한 
이압요법의 적용 효과

석소현.
권자연,
김귀분

2005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단면연구 중재

386
심혈관계 질환자의 금연성공 
예측 요인

김은경,
최정명

2005 한국간호교육학회 단면연구 기타

387
청소년이 흡연경험, 흡연예방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안옥희,
권영미,
전미순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388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박남희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89
일부 남자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환경적 
특성과 흡연과의 관계

이윤경,
조영태,
조병희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90
고등학생들의 흡연과 음주의 
관련성 및 영향요인

이정란,
박복남,
양경희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391
학교금연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소영,
김숙남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392
비흡연 중학생들의 흡연 및 
약물사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강화요인

문인옥,
박경옥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93
장기적 금연 지속기간 예측 
모형: 스트레스 대처를 중심으로

서경현,
유제민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기타

394
일부 대학생의 흡연행위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와의 
관련성

김숙향,
장종화,
박용덕

2005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95
청소년 흡연과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지연,
조병희

2005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396
미시,응용: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김원년,
김양중

2005 한국국제경제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397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구입 경로 및 신분 확인의 유무

김희라 외 
4명

2005 대한소아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398
한국인 흡연과 사망위험에 대한 
11년 추적연구

지선하 외 
8명

2005 한국역학회지 코오트 현황

399
관상 동맥 질환자의 흡연 실태 
및 금연과 관련된 요인

김현미 외 
4명  

2005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00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이휘곤,
황환식,
박훈기,
이정권

2005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01
한방 요법이 포함된 금연 
교육에 대한 연구

정선희,
이승연

2005 대한한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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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402
담배의 가격 탄력성 추정에 
관한 소고

이상영 2005 보건사회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403
흡연으로 인한 기대여명 손실량에 
대한 연구: Peto-Lopez 사망 
수 추정방법에 의한

이해경,
손길환

2005 보건사회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404

CAI 개별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금연 교육과 강의식 
금연 교육의 효과 비교: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

이은숙,
김정남

2005
한국보건

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05
산업체 근로자의 흡연행태에 
관한 연구

김명숙,
김명희

2005
한국보건

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06
금연변화단계에 따른 
관상동맥질환자들의 흡연관련 
특성과 심리적 특성

김화순, 2005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07
종양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흡연 중재 비교 조사 연구

오복자,
신성례   

2005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08
남자 대학생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의 효과 -니코틴 
의존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정승교,
김춘길   

2005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09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 
금연중재의 장애요인

신성례,
오복자   

2005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10
남성 당뇨병환자의 음주 및 
흡연에 관한 연구

정진희,
김옥수   

2005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11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율 
감축

김경진, 2005
한국산업

간호협회지 
단면연구 중재

412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김명희,
조정민,
전미영

2005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13 청소년의 금연경험 탐색 한영란 2005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14
여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희,
정혜경

2005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415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의 흡연 
행태 및 관련 요인

이상원,
박순우   

2005
한국모자

보건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16
청소년 흡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평가에 관한 
설명적 문헌고찰

박경옥,
이경원   

2005
한국학교

보건교육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417

서울지역 청소년 흡연실태의 
국제 비교: Global Youth 
Tobacco Survey(GYTS)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인옥,
박경옥   

2005
한국학교

보건교육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418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원년 2005 한국인구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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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419
시각장애학생의 일상생활태도 
분석 -고등학생의 흡연을 
중심으로

김정현,
정희란

2005
한국특수교육
문제연구소

단면연구 현황

420 담배가격인상 효과분석
김도훈,
한광환

2005 한국연초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421
흡연자에 대한 보건정책의 
특징과 방향 -담배공급기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종미 2006 한국공공관리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422
국내 흡연과 금연관련 간호 
연구동향 및 미래 방향

신성례 2006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기타

423
흡연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및 행동주의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김명식,
권정혜

2006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중재

424
흡연 대학생의 금연의도 
영향요인

김한수,
이옥자,
양남영

2006 한국스포츠리서치 단면연구 현황

425
일개 군 병원 입원 환자들의 
흡연실태 및 금연행위단계별 
금연중재방안

전영주 2006
국군간호사관학

교 
군진간호연구소

단면연구 중재

426
일 농촌지역 성인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별 니코틴의존도, 
흡연태도, 및 주관적 규범

김영희,
서남숙,
강혜영

2006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427

6개월 금연 성공의 영향 요인 
연구 -인천광역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흡연자를 
중심으로

이군자 외 
4명

2006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428
흡연 여부와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금연광고 효과 비평

이명천,
김지혜

2006 한국광고홍보학회 단면연구 중재

429

금연캠페인 전개 과정에 따른 
흡연유형 분포의 구조적 변화 
및 금연광고에 대한 반응 고찰: 
2005~2006년도  금연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오 2006 한국광고홍보학회 단면연구 중재

430
흡연여부에 따른 일지역 성인의 
건강상태, 흡연인식, 
금연자기효능정도

박미경,
강경숙,
김남영

2006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431
흡연 여부와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금연광고 효과 연구

이명천,
나정희,
김지혜

2006 한국광고홍보학회 단면연구 중재

432
흡연 청소년의 금연의향에 
미치는 요인분석

임은선,
류장학

2006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433
대학 신입생의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김선경,
정구철

2006 한국청소년학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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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434
담배소비세 대체세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배분지표 
개발방안

서희열,
심충진

2006 한국세무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435
흡연유혹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청소년과 성인

장성옥 외 
4명

2006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436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가 흡연 여고생의 일일 
흡연량, 흡연 욕구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성희 2006 여성건강간호학회 단면연구 기타

437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화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

송연이,
이강숙

2006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43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아개념

이선혜,
서경현

2006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현황

439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음주 및 흡연 행태

윤숙희 외 
4명

2006 한국보건사회학회 단면연구 현황

440
스트레스, 중요타인의 흡연 및 
흡연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함진선,
현명호,
임영식

2006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현황

441 청소년에 대한 금연침 효과
임호제 외 

6명
2006 대한침구의학회 사례연구 중재

442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들의 금연 중재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신성례,
오복자

2006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443
남녀 고등학교 사격선수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

박성진 2006 한국스포츠리서치 단면연구 현황

444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모형 개발

김혜경,
김영복,
김명

2006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445
유아의 건강 권리 증진을 위한 
유아 간접흡연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권기남,
민하영,
윤충식

2006 한국생활과학회 단면연구 기타

446
흡연대학생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정미현,
신미아

2006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447
지역 주민의 음주 및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

김금이 2006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448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운동참여 
및 흡연, 음주가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원영두 2006 한국스포츠리서치 단면연구 현황

449
유아간접흡연 예방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의도 관련변인 연구

권기남,
민하영

2006 한국생활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450
200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의
평가 -금연성공률과 성공요인 
분석-

조경숙 외 
5명

2006
한국보건정보통

계학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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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451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일개 군 
지역 중,고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이규식,
김주경,
이동현

2006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452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의 
직무분석

나백주 외 
7명

2006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기타

453
규제수단으로서의 경고메세지 
활용 -담배경고문구를 
중심으로-

왕태규 2006 한국행정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454
중독제품의 소비행동분석, 
금연행동을 중심으로

유소이 2006 한국산업경제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455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김영미 2006 한국청소년학회 단면연구 현황

456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교육의 효과

백경신 2006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457
일부 대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지식도

김진,
임선아

2006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458
일부지역 여대생들의 
흡연경험과 구강건강인식도와의 
관련성

이혜경,
김미정,
박인숙

2006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459
논문: 담배소비의 도시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 분석

박재홍,
유소이

2006 한국농업경제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460
2005년 치과의사 흡연 실태와 
금연교육에 대한 제언

박용덕, 2006
대한치과

의사협회지 
단면연구 현황

461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 종류별 흡연 
결정요인

김현철 외 
13명

2006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62
우리 나라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흡연율 차이: 2003년도 
사회통계조사 자료의 분석

조홍준,
강영호,
윤성철   

2006 예방의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463
성인 남성 흡연자의 흡연 행태 
변화와 관련 요인

이진석 외 
4명

2006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64
설계기준 분석 방법에 의한 
지역사회 청소년 흡연율 추정

박순우 외 
5명

2006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65
청소년들의 또래 흡연율 추정에 
대한 관련 요인

박순우,
이상원,
김종연,
박정한

2006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66
범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고등학생의 흡연시작 관련요인

홍지영,
나백주,
김건엽,
이무식

2006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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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467

서울시 동별 
상류계층(파워엘리트) 주거 
분포와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다수준분석

김창석,
김혜련,
강영호,
윤성철   

2006 예방의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468
2005년 치과기공사의 
흡연실태와 의식조사

박용덕,
황경숙,
김남중,
강종오 

2006
대한치과

기공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69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 효과 
분석

송태민,
최지혜   

2006 보건사회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470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 요인 분석

장진영 2006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71
인문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적 흡연예방프로그램의 
효과

강미옥,
정인숙   

2006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72
흡연 남성에게 적용한 
이압요법이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흡연욕구에 미치는 효과

석소현,
김귀분   

2006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73
흡연 당뇨병환자의 흡연정도, 
금연행동단계, 니코틴 의존도 및 
소변 니코틴에 관한 연구

김옥수, 2006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74
대학 새내기를 위한 흡연예방 
교육의 효과

신성례,
이선우,
김선경   

2006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75
출장 금연 클리닉을 활용한 
금연운동

조혜란, 2006
한국산업

간호협회지 
단면연구 중재

476
임상 간호사의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와 금연정책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신성례,
김애리   

2006 기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477

금연의 준비단계이전에서 
준비단계로, 준비단계에서 
준비단계이후로의 이행에 대한 
예측변인: 청소년과 성

장성옥 외 
4명

2006 기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478
남자 중학생의 흡연 경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희, 2006 기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479
노인의 금연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자아효능감, 흡연 유혹, 
의사결정 균형에 관한 연구

김근면, 2006 노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480
초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우연,
박영수   

2006
한국학교보건
교육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81
비만지표와 혈압, 음주, 
흡연과의 상관관계

장건 외 4명 2006 한방비만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482
금연 성공에 있어서의 심리적 
변인들의 역할: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2년 추적 연구

서경현 2006
대한임상건강
증진학회지 

사례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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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483
금연 클리닉에서 남성의 장.단기 
금연 성공과 관련된 요인: 2004년
보건소 금연 시범사업 분석

이철민 외 
8명

2006
대한임상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484
성인남성 흡연자의 흡연행태 
변화와 관련 요인

이진석 외 
4명

2006 대한예방의학회 단면연구 현황

485
담배가격인상이 흡연수요에 
미치는 영향

김원년,
서정하,
김양중

2006 한국인구학회 사례연구 정책

486
서울지역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식이 패턴 및 흡연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신경옥,
안은진,
최경순,
정근희

2006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단면연구 현황

487
부산시 일부 중학생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효과 

김영혜,
주현옥,
어용숙

2006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488
담뱃갑 흡연경고표시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조경숙,
신윤정

2006 대한가정의학회 단면연구 중재

489
정신질환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금연의도에 관한 연구

김수옥 2007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490
금연프로그램 참여자의 흡연 
영향 및 사회심리적 상태

김광숙,
이영자,
이정렬

2007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491
특집: 중독; 한국 여성의 흡연과 
금연에 관한 최신지견

서경현 2007 한국심리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492
인지행동 금연프로그램이 
시설거주 흡연 정신장애인의 
금연에 미치는 효과

박영만,
정명숙

2007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중재

493
대학 신입생의 흡연 실태와 
금연 프로그램 운영 방안

최구윤,
이경희

2007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494
이압요법의 금연 효과 -흡연 
여대생을 중심으로-

석소현,
김귀분

2007 여성건강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495
군(軍) 병원 입원당시 흡연자의 
1개월 이상 금연성공률과 관계요인

황점숙 2007
국군간호사관학

교 
군진간호연구소

단면연구 현황

496

여자 청소년의 흡연행위의 
변화단계에 대한 판별요인 
-의사결정균형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현명선,
이영자

2007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기타

497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의 흡연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처방식

김효신,
유숙자,
양수

2007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498
치위생과 학생의 흡연에 관한 
지식 및 실태 연구

정재연 2007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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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499
부산지역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도와 흡연에 따른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조사

김민영,
정의정

2007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500
유아간접흡연 예방에 대한 
부모의 참여의도 관련변인 연구

귄기남,
민하영

2007 한국생활과학회 단면연구 기타

501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경자 외 
4명

2007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502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관계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04.08.26, 2003헌마457 
결정을 중심으로-

김종철 200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503
여자 청소년의 흡연행위의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전략

현명선,
강희선,
이영자

2007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기타

504
청소년의 체육활동이 금연과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임호남 2007 한국여성체육학회 단면연구 현황

505
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신성례,
김선경

2007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중재

506
대학생의 흡연 관련 요인에 
대한 진단적 연구 -PRECEDE 
모형을 근간으로-

유재순 2007 한국간호교육학회 단면연구 기타

507
일부지역 중학생의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은경,
최원석

2007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단면연구 현황

508
여자 고등학생의 우울, 기질, 및 
성격특성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이꽃메,
전경자,
손신영,
소애정

2007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09
일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금연 
변화단계 및 변화과정

김미영,
서순림,
함옥경

2007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10
관상동맥우회술 후 금연변화단계와
관련요인 조사 연구

최승희,
송경자,
최스미

2007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511 금연구역관리 시스템 개발
김성곤 외 

5명
2007 한국동굴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512
흡연이 주관적 비만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홍성훈,
최정은

2007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단면연구 현황

513
남자 대학생에서 흡연과 구강 
건강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연구

박영남,
이혜진

2007 한국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514
청소년 집단 간 규범적 
비행(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차이

이원희,
조아미

2007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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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515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김현옥,
전미숙

2007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16
부산지역 중학교 보건교사 및 
보건겸직교사의 금연교육 실태 
및 요구도

김숙남,
강소영

2007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517
성인남성의 흡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소현. 2007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18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여부와 
흡연량에 미치는 담배가격의 
효과

정우진 외 
5명

2007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정책

519
일부 대학생들의 음주와 
흡연행위와의 관련성

황태윤 외 
4명   

2007 농촌의학.지역보건 단면연구 현황

520
우리나라 의사 흡연율 및 흡연 
행태

서홍관,
지선하,
전형준

2007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21
흡연, 음주, 신체활동을 사용한 
한국 성인의 건강행태 군집의 
분류

강은정 2007 보건사회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22
우리나라에서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

김혜련 2007 보건사회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23
고혈압.당뇨 관리와 흡연 및 
음주행태의 관련성 분석 연구

최정수 2007 보건사회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24
컨조인트 분석 방법론에 의한 
담배포장의 금연 인식 유발 
효과분석

신윤정,
김부용,
현용진

2007 보건사회연구 단면연구 중재

525
일부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및 흡연관련 건강위험행위

김재희 2007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26
흡연 예방교육이 초등학생의 
흡연관련 지식, 태도 및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효과

김유자,
강혜영   

2007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527 금연의 최신요법 서홍관 2007 스트레스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528
금연프로그램 운영의 성과 및 
한계

이애경 2007
한국산업

간호협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529 사내 금연클리닉 운영 사례 이소영 2007
한국산업

간호협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530
청소년들의 흡연경험 및 흡연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선희 2007 아동간호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31
초등학생 학부모의 자녀 흡연에 
대한 인식

김명희 2007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32
설계기준분석 방법에 의한 
대도시 지역 초등학생의 
흡연경험 관련 요인

박순우,
김종연   

2007
한국모자

보건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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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533
중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흡연 경험과의 관련성

류소연,
박요섭   

2007
한국모자

보건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3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군의 
알코올,담배 및 약물 사용 
-다기관 병원 대상 연구

이주영 외 
5명

2007 대한불안의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35
직장금연지도자 과정 교육 후 
지식과 태도의 변화

이선영 외 
7명

2007 대한산업의학회 단면연구 중재

536
담배 박물지(博物誌) 언록을 
통해 본 담배의 의학문화적 
특징

박상영,
안상우

2007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537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ᆞ중ᆞ고등학교 교과서의 
흡연예방교육내용 분석

황명희,
서미경,
서홍관,
명승권

2007
한국보건교육 ᆞ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538
일부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우울, 
기질 및 성격특성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손신영,
소애영

2007 한국농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39
한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이영,
나성린

2007 한국경제연구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540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의한 담배제품 규제전망

김효근,
이존태,
김익중,
황건중

2007 한국연초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541
중학생의 흡연시작 및 
흡연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선희,
전경자

2007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42

A meta-analysis of adolescent
psychosocial smoking 
preven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program effectiveness

Song 
hwang 

Myung-Hee
2007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543
이산선택모형(discrete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 

민희철 2007 한국조세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44
담배가격 인상시 성인 
남성흡연율의 예측에 관한 연구 

김원년,
김양중,
강현구

2007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45
외국 담뱃갑 경고 그림의 
금연유도 효과에 대한 평가

김대현 외 
3명

2007 대한가정의학회 단면연구 중재

546
담뱃갑 경고문 유형과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흡연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

김인숙 2007 한국사회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547
흡연,금연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를 
중심으로-

양숙자 2008 한국보건간호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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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548
일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흡연유혹, 자기 효능감 
및 금연상담 만족도

함옥경,
유재복

2008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549
시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송태민 2008
한국보건정보

통계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550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

김윤경,
박인혜,
박정수

2008 한국간호과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551
보건소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방문자 이용현황과 
금연성공 및 만족도 조사

유혜라 2008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552
금연이침 이혈(耳穴)의 금연효과 
비교연구

최우진,
이승기

2008
대한한방신경
정신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553
보건소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의 
실시 후 6개월 금연성공 요인

전용욱,
지남주,
이원영

2008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554
포커스 그룹 면담을 이용한 
청소년 흡연의 습관화 과정

윤순녕 외 
6명

2008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55
경험논문: 인지행동치료 및 
니코틴대체요법 중심의 금연 
중재의 효과와 금연 성공요인

서경현,
김경희,
전인덕

2008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중재

556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금연중재논문(1980-2007) 분석

현혜진,
안혜영

2008 지역사회간호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557
학령전기 흡연예방프로그램이 
아동의 흡연 지식, 흡연 태도 및 
흡연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백경신,
민소영,
권영숙

2008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558
일부 치과병원 흡연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이용도

장경애 외 
5명

2008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559 자기통제문제와 금연
최정은,
유소이,
홍성훈

2008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60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따른 
구강지식평가 및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최윤화,
지윤정

2008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561
치과위생사의 흡연 실태 및 
흡연에 대한 인식도 연구

김경미 외 
4명

2008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562
고등학생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1일 영양소 및 간식 섭취

송영미,
한 장일,
김성애

2008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단면연구 현황

563
고등학생의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남 양산시를 
중심으로-

변은경,
김규수,
최원석

2008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단면연구 현황

564
초등학생의 흡연 지식, 태도 및 
경험

김일옥 2008
부모자녀
건강학회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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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565
청소년기 흡연 발달궤적 변화와 
예측요인

정익중 2008
한국사회복지

연구회
단면연구 현황

566
유명인 모델에 대한 호감도 및 
공감정도가 금연캠페인 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재현 2008
한국광고
홍보학회

단면연구 중재

567
마음챙김명상이 금연유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금연클리닉 이용자를 중심으로

김도연,
손정락

2008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중재

568
한국 노인의 흡연 및 
음주행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임재영,
조창익

2008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단면연구 현황

569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지역별 금연 성공요인

이주열,
송태민   

2008 농촌의학.지역보건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570
농촌 지역 노인의 흡연상태와 
관련요인

백달현 외 
5명

2008 농촌의학.지역보건 단면연구 현황

571
일부 농촌지역의 대사증후군과 
음주 및 흡연과의 연관성

하희승 외 
9명

2008 한국역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72
여성 흡연자의 흡연 행태 및 
관련 요인 -인천광역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자 중심으로

김영숙,
조현숙   

2008
보건교육건강증

진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73
대학진학 이후 흡연율과 
관련요인

서동배,
감신,

한창현,
박기수   

2008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74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의 금연 
성공요인 분석

송태민,
이주열,
조경숙   

2008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575
청소년의 흡연과 우울 및 
주의집중력과의 관계

변영순,
이혜순   

2008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76
가족 지지와 삶의 질이 남자 
관상동맥질환자의 금연에 
미치는 영향

손행미,
이은남   

2008 기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77
청소년기 흡연의사결정 -유혹 
유형과 유형별 흡연 관련 특성

장성옥,
송준아,
이수정   

2008 기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78
일 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 
음주와 안전생활 실천

김현옥,
전미숙   

2008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79
일부 도시지역 주민의 흡연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성진 외 
6명

2008
대한예방

한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80
흡연 남성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최경원 2008 재활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581
대학생의 음주.흡연 예방교육 및 
규제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도 
조사

방형애,
임국환   

2008
한국학교

보건교육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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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582 성인남성의 금연 성공 경험
서정은,
강희숙   

2008
한국질적연구

센터 
단면연구 현황

583
2007년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박선은,
송혜령,
김철환,
고수경

2008
대한임상건강
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584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정신과 
환자의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하수경 외 
6명

2008 정신건강정책포럼 단면연구 중재

585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이 음주 및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상암,
신성원

2008 한국콘텐츠학회 단면연구 현황

586
대구, 경북지역 고등학생의 
조기흡연과 관련된 요인

이경수 외 
3명

2008
한국농촌의학지

역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587

보건관리대행사례 44 -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증진사업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위한 금연-

박정숙 2008 대한산업보건협회 단면연구 중재

588
금연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 
-관여도와 지식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이종민,
이수현

2008 대한경영정보학회 단면연구 중재

589
성인기 흡연유형과 
흡연영향변인

장성옥,
송준아,
이수정

2008 성인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90
Factors associated with 
tobacco and alcohol use

Eun Jin 
Choi, 
Chang 

Woo Kim 

2008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단면연구 현황

591
청소년의 흡연과 우울 및 
주의집중력과의 관계

변영순
이혜순

2008 성인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92

단기 금연성공자와 장기 
금연성공자의 특성 비교 
-인천광역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흡연자를 
중심으로-

김영숙,
이군자,
이여진

2009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593
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
김아람

2009 한국개발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594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흡연지식이 
금연지도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지민경 2009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595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을 
향하여: 흡연 임산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성, 지속성, 비용효과성 
분석

박승민 2009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596
정신분열병 환자의 흡연 및 
금연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서지민 외 
4명

2009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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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597

미국의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본 우리의 
입법과제

장욱 2009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598
범이론적 모형을 적용한 대면적 
금연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김윤희,
김정순,
김명수

2009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599
유아 대상 흡연 예방교육의 
효과

김영실,
인정이

2009 한국유아교육학회 단면연구 중재

600
치과의사의 흡연실태 및 인식 
조사

김지현,
이선경,
박용덕

2009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601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한 
금연침 효과의 후향 연구

염승철 2009 대한침구의학회 단면연구 중재

602
성인남성의 흡연과 운동습관이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심폐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형돈,
이강구

2009
한국운동생리학

회
단면연구 현황

603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인식도 조사

김희경 외 
5명

2009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604
청소년 물질남용(음주, 흡연, 
마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기반 전문가시스템 개발

배정이,
김영훈,
황원주

2009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605
청소년 흡연과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이정숙,
김수진,
권영란

2009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606
학령기 및 청소년 초기 
흡연행태와 흡연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박선희 2009 한국간호과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07
원주시 치과의원 종사자의 
금연지도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

장선옥 외 
8명

2009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608
일부광역시 및 통합시 지역 
주민의 금연 실태와 관련 요인

남철현 외 
5명

2009 대한보건협회 단면연구 현황

609
흡연청소년의 치아우식경험도 
및 구강위생 관련요인

신선행,
김명석

2009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610
일부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구강관리실태 및 
흡연과 치은염과의 상관성 분석

김한홍,
유지수,
한양금

2009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611
금단기간 중 흡연관련 시각자극에 
의한 교감신경 반응에 대한 
신문혈 침자극의 억제 효과

채윤병 외 
8명

2009 경락경혈학회 단면연구 중재

612
치과위생사의 흡연실태 및 
인식조사

성정민 외 
6명

2009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613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통합적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

서지민 외 
4명

2009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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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614
범이론적 모형을 기초로 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개월 금연성공요인

김윤희 2009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615
담배세가 담배소비에 미치는 
영향: 각국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강동관 2009 한국재정정책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616
변화 단계이론에 근거한 
중학생의 흡연관련요인 분석

이윤정 외 
4명

2009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617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행위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김수옥 2009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618
일부 군인의 흡연 실태와 
구강건강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류정숙,
김기은,
김진

2009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619
국가별 담배 경고 비주얼과 
문구의 사례 연구

원영국,
김준교

2009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620

자유주제: 학술논문발표 :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관련품목 
조세제도

정영호,
고숙자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21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실태
유병근 외 

5명
2009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단면연구 현황

622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흡연,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관계연구

강선아 외 
12명

2009 이화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23
남자 중‧‧고생의 흡연과 
음주습관이 영양소 섭취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신경옥 외 
4명

2009
한국식품영양

과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24
중학생의 흡연과 금연홍보매체 
노출과의 관련성

이선옥,
박종 

2009 농촌의학.지역보건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625
보건소 금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박순우,
이주열

2009 농촌의학.지역보건 단면연구 정책

626
한국 의사들의 금연중재에 관한 
인식 및 진료행태에 대한 조사

김철환,
송혜령,
이원식,
김지윤 

2009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27
니코틴 용량에 따른 흡연관련 
요인

김현수 외 
4명

2009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628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금연 교육과 금연 
성공률

정기윤 외 
7명

2009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29
한국 남성에서 흡연 시작과 
금연에 관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김소라 외 
4명

2009 가정의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30
2년 이상 장기 금연의 유지 
양상 및 재흡연과 관련된 요인

이재상 외 
5명

2009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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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631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적 금연 
성공요인 분석

송태민,
이주열   

2009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32

금연의도에 대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타당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

유혜라,
이선혜,
유태균   

2009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633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이 
청소년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안은성,
배상수   

2009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3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양인 이민자들의 흡연 및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영복,
김영두   

2009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35
초등학교 흡연 예방 교육의 
효과

임미영,
윤영미   

2009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36
남자 대학생의 금연 변화 단계 
이행에 대한 예측 요인

차보경, 2009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637
청소년의 흡연 유혹에 관한 
연구

안혜영,
이주현   

2009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38
구미시 초등학생 흡연실태조사 
연구

최연희, 2009 경북간호과학지 단면연구 현황

639
아로마를 이용한 금연보조제의 
금연효과 분석연구

신선행,
김명석,
하현수   

2009
한국정신

과학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40

중년남성의 흡연과 운동이 
스트레스와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기반 -

정경화,
홍성정,
우미영   

2009 경북간호과학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41

국민건강영양조사 성별분석을 
통해 본 여성건강 실태 -삶의 질 
및 흡연과 음주, 영양, 신체활동 
실태를 중심으로.

조인경 2009
대한여성건강 

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42
단축형 담배 의존도 척도와 
파거스트롬 니코틴 의존도 
척도의 비교

최승호 외 
5명

2009
대한임상

건강증진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43
일 정신과 단일전문병원 
입원환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고귀녀 외 
7명

2009 정신건강정책포럼 단면연구 현황

644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 
이론적 고찰

황성현 2009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45
영화 속 흡연배우에 대한 
감정이입이 청소년의 흡연기능 
대리학습에 미치는 효과

최진명 2009 한국방송학회 단면연구 현황

646 담배소비 행태 모수원 2009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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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647
단일체계설계를 활용한 대학생 
금연 프로그램의 적용

김미혜 2009 한국생활환경학회 단면연구 중재

648
여대생의 흡연에 대한 
위험지각도

강현숙 2009 한국콘텐츠학회 단면연구 현황

649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5, 
6학년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초기 중학교의 음주  흡연과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감, 
자존감과 친구애착을 중심으로

김선아 200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50
범이론적 모형을 기초로 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6개월 금연성공요인

김윤희 2009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651 전자담배의 안전실태 조사 김종남 2009 대한산업보건협회 단면연구 기타

652
보건관리대행사례 52 
-건강증진사업 정착화를 위한 
금연프로그램 운영

전경옥 2009 대한산업보건협회 단면연구 중재

653
공공장소의 흡연규제를 위한 
제도화 방안

김광수 2009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654
국가소득수준에 따른 
담배수요의 결정요인 비교: 
각국자료에 의한 분석 

강동관 2009 한국경제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55
담배 패키지의 컬러마케팅 효과 
연구

권오유 2009
두원공과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
소

단면연구 중재

656
국내 청소년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김영숙,
정복례

2010 지역사회간호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657
흡연 기대 가치와 규범신념이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종,
민순,
장지영

2010 한국PR학회 단면연구 현황

658
정책연구: 담배,주류,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 연구: 
세율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박상원,
민희철

2010 한국조세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659
금연기대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민순 외 4명 2010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660
일부 군인의 흡연 실태와 
구강건강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전미진,
황선희

2010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661
금연,금주 남자대학생의 골 도, 
영양소 섭취, 혈액 성상 및 
식습관

최순남,
정남용

2010
한국식생활
문화학회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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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662
특집: 고령화 사회와 국민건강 : 
음주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조세정책

전승훈 2010 텔코경영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663
흡연원인 구강질환 관점에서 
추계한 사회경제적 비용

황지민,
김응권,
조영식,
박용덕

2010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664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

박선혜,
강주희,
전종설,
오혜정

2010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65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재엽,
이근영

2010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단면연구 현황

666 종설: 금연
김용현,
이상학

201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667
일개 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에 관한 유해성지식, 태도가 
흡연유혹에 미치는 영향

장경오,
변은경,
이내영,
최소영

2010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668
산업장 남성 근로자의 금연행위 
변화단계별 특성

김혜림,
박인혜,
강서영

2010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669
치과 내원 환자들 중 
흡연환자의 스트레스 정도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 분석

황지민,
권하정,
박용덕

2010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670

D대학 체육관 이용 20대 
성인의 흡연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특성 및 골 도 
비교연구

임현주,
윤영숙

2010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671
일 지역 고등학생의 흡연경험 
관련 요인

최원희,
제미순,
이삼순

2010 한국보건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672 당뇨병환자에서의 금연 조홍준 2010 대한당뇨병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73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조사

이민영,
유자혜

2010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674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담배에 
대한 과세 필요성과 그 
실행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유태현,
라휘문,
김성주

2010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675

금연광고에서 나타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유형 분석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국내외 
인쇄광고 중심으로-

김진석 2010
커뮤니케이션디

자인학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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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676
한국인의 흡연과 사망 위험에 
관한 코호트 연구

이은하 외 
7명

2010 예방의학회지 코오트 현황

677
흡연, 음주와 운동습관의 
군집현상을 통한 건강행태의 
고위험군: 국민건강영양 조사

강기원,
성주헌,
김창엽   

2010 예방의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78
국내 치과대학병원에서 시행한 
단기 금연진료에 대한 조사

송제일,
이기호,
김미은,
김기석   

2010
대한구강내과

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79
청소년에서 흡연과 비만의 
관련성

권정대 외 
7명

2010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80

Varenicline 단기요법, 
금연장려금,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일개 대학 
집단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

정유석,
안상현   

2010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81
범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한국 
대학생의 금연행위 관련 요인

백경신 2010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682
건강행동 변화를 위한 보건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금연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전략의 적용

김혜경, 2010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683
음악중재 청소년 금연교실 
파일럿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황명희송, 2010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84
금연 실천과 니코틴 의존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송태민,
이주열,
안지영   

2010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85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학교 
흡연율: 다수준 분석의 적용

변진옥,
조영태   

2010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686
여대생의 흡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진홍 외 
6명

2010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87
5&6 금연프로그램과 5일 교실 
금연프로그램의 청소년 
금연효과

임은선 2010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88
보건의료인을 위한 금연지도자 
교육용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신성례,
서홍관   

2010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89
금연프로그램이 흡연 남자대학생의
변화과정, 유혹상황, 
의사결정균형에 미치는 효과

김주성,
이선옥 

2010 근관절건강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90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김영혜,
김경원,
강미옥,
김남희

2010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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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691

강릉시 빈곤 가정 아동들의 
음주, 흡연 및 건강행동 실태 
-방과 후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김상아 외 
4명

2010
한국모자보건

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92
구미시 지역사회주민 
흡연실태조사 연구

최연희, 2010 경북간호과학지 단면연구 현황

693
보건소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의 흡연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차재술,
박천만,
이종렬   

2010
한국학교보건
교육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694
남성 관상동맥질환자의 
금연변화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

채영란,
김은경,
추진아   

2010
대한임상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695
PC 방 금연구역의 간접흡연 
노출

손홍지,
오애리,
김옥금,
이기영

2010 한국환경보건학회 단면연구 기타

696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전종설,
송인선

2010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단면연구 중재

697
리스크의 관점에서 본 담배규제의
법적 쟁점

윤혜선 2010
행정법이론실무

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698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moking Cess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Transtheoretical Model in 
Korean College Students

Kyung Shin 
Paek, 

Tracy A. 
Riley

2010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단면연구 기타

699

중ᆞ고등학교시기의 
심리사회요인과 고 3학년 
음주흡연행동의 관계 
-친구관계, 스트레스, 우울감, 
자존감을 중심으로

김선아 2010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00
생의주기별 흡연유형 및 
흡연유형별 흡연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김근면,
장성옥,
김순용,
임세현

2010
한국주관성연구

학회
단면연구 현황

701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금연상담사의 상담내역 중심

황승숙 2010 한국생활환경학회 단면연구 중재

702
중학생의 흡연경험과 자아관 
변화 연구

송연이 2010 한국농촌간호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03
금연정책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을 위한 SimSmoke 모델의 
이해와 활용

박수잔,
김영미,
조성일

2010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04
담배연기 없는 병원정책의 
실행방안

박정래,
손준석

2010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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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705
주요 정신 질환자들의 흡연과 
금연

조근호,
이계성,
김대진

2010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06
한국 남성 비만과 흡연의 관련성: 
제3차 및 4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이기헌 외 
3명

2010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07 근거 중심의 비약물 금연 요법
함상근,
이언숙,
이철민

2010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708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체계적 
추진방향

최은진 2010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09
남성 택시 기사의 흡연과 금연 
양상 및 관련 요인: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김옥길 외 
5명

2010 대한금연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710
한국간호대학생의 흡연 관련 
요인

신차수,
김처로한

2010 대한금연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11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의 재흡연 양상 및 
위험요인

김이순,
김윤희

2011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712
대학생 흡연자의 금연 준비단계 
관련 요인

백경신,
권영숙

2011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713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김영숙 2011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714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이용한 
금연 프로그램이 흡연 남자 
중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지영주,
이해정,
임연정

2011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715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금연표지판에 대한 시각적 
주의패턴

이새롬,
이장한

2011 한국심리학회 사례연구 기타

716

인지행동 금연 프로그램과 
니코틴 패치가 고등학생의 
흡연감소,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오윤미,
손정락

201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단면연구 중재

717

KIPF 논문공모 수상작: 
담배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비선형의 담배수요함수 추정과 
암묵적 비용모델링

강효석 2011 한국조세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18
대전 동구 일부 노인의 흡연, 
경제적 상태와 노인 구강건강의 
연관성

김혜영,
황수정

2011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현황

719
출산후 재흡연과 증거기반 
보건정책

박승민 2011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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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720
일부 청소년의 흡연 실태와 
흡연 관련 구강건강지식수준에 
관한 연구

이현옥,
전주연,
주온주

2011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721

한 민간병원 금연클리닉 
수진자를 대상으로 
Varenicline 사용기간이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진영 외 
5명

2011 대한내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722
중학생의 여가활동과 흡연, 
음주와의 관계

김나영,
최연희

2011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현황

723
비흡연 대학생의 간접흡연 노출 
시 주장행위 관련요인 
-ASE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추진아,
김은경

2011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기타

724
금연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홍성훈 2011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25
소비자 특성에 근거한 흡연 
디마케팅 정책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박소영,
박귀정

2011
한국마케팅관리

학회
단면연구 정책

726

스트레스, 삶의 질, 가족관계 
만족도가 흡연량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찬,
박재산,
김귀현

2011 대한보건협회 단면연구 현황

727

일부 고등학생의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구강보건행동 및 
가족흡연행태에 관한 연구

김혜진,
신선정

2011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728
호흡기내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금연프로그램의 
단기간 효과

여창동 외 
7명

201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단면연구 중재

729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의 1년내 재흡연과 
관련요인

김미작,
정인숙   

2011 예방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30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강 위생이 양호한 
집단의 장기적 연구를 위한 
예비 평가

이현석,
김미은   

2011
대한구강내과

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731

건강믿음모형을 이용한 
금연성공자의 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중심으로

김희숙,
배상수   

2011 농촌의학.지역보건 단면연구 현황

732
진료실에서 Varenicline을 
이용한 금연성공 요인분석

송빛누니 외 
4명

2011 가정의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33
인터넷 블로그 속 담배 
-담배규제기본협약을 근거로 한 
규제강화

이성규 2011 보건사회연구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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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734
대학생 흡연 관련 행태 및 
흡연에 의한 건강문제

박순우 2011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35
범이론적 모형과 생활기술접근법을
통합적용한 군인‧전의경 대상 
금연클리닉프로그램의 효과

김혜경 외 
9명

2011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36
성인 흡연자의 금연의향 
담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은정,
이재희   

2011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정책

737
남자 흡연자의 금연의도 관련 
요인 -호남지역 13개 지역 
2010 지역사회 건강조사

류소연,
신준호,
강명근,
박종

2011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38
5일 금연 프로그램이 생리적 
지표 및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교화 흡연청소년 대상으로

조현아,
한상숙   

2011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39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남성 
환자의 흡연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은영,
황선영   

2011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740

건강신념모형에 기반한 
간접흡연 노출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대학생의 
주장행위 관련요인

김은경,
추진아   

2011
대한임상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기타

741
발성사고법을 활용한 
금연광고의 효과분석

김혜성
김수정

2011 한국디자인학회 단면연구 중재

742
인구학적, 흡연 및 금연관련 
요인이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이여진,
이군자,
김영숙

2011 한국콘텐츠학회 단면연구 현황

743
자녀와 학부모의 간접흡연예방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신성례,
정구철,
김희수

2011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단면연구 중재

744
한국의 담배시장 개방과 
담배광고·판촉규제법의 역행 

임인숙 201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45
전자 담배는 안전한 담배인가? 
-안전성과 금연 효과를 
중심으로

박정래,
김은지,
이철민

2011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746

흡연에 의한 발암에 있어서 
독성학적 기전 -왜 흡연은 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박영철,
윤미숙

2011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747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환자의 
퇴원 후 흡연율 변화

강민성 외 
7명

2011 대한금연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748

흡연, 금연, 당뇨병: 흡연과 
금연의 당뇨병에 대한 영향과 
당뇨병 환자에서의 금연법: 
서술적 종설

조홍준 2011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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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749
청소년들의 담배광고 
목격경험과 흡연수용도가 
성인기 흡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성례,
정구철,
이복근

2012 한국청소년학회 단면연구 현황

750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금연의도 
영향요인

김정순,
유정옥,
김묘성

2012 지역사회간호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51
연구논문: 흡연여부에 따른 
생활습관, 건강상태, 안면피부관리
및 상태 비교

최미건,
장미숙

2012 한국미용학회 단면연구 현황

752
담배관련 세제 인상의 가계지출 
및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윤형호,
임병인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53
일부 중학생의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연구

이현옥,
송지연

2012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754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성림,
고은경,
최정희

2012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755
담배소비세 탄력세율을 활용한 
소방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박상수,
임민영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56
성인 남성의 금연 준비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정운 외 
6명

2012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757
대학생의 식행동, 흡연, 
음주실태와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권수진 외 
6명

2012 한국치위생과학회 단면연구 현황

758
수도권지역 고등학생의 흡연 및 
음주실태와 구강자각증상과의 
관련성

김선주,
한경순

2012 한국치위생학회 단면연구 현황

759
호흡기 내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들에서 동기부여 면담을 
이용한 금연 성공률

임가진 외 
5명

2012 대한내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760
담배소비세제 개편과 효과: 
외부성과 세 부담의 역진성을 
중심으로

최병호,
이근재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61

정서조절곤란이 청소년의 
흡연동기, 흡연행동, 니코틴 
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초)

임규영 2012 한국심리학회 단면연구 현황

762
금연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에 
있어서 청소년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에 대한 연구

김현숙,
이현우

2012 한국광고홍보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763

남성 금연시도자의 타액 내 
니코틴 및 코티닌 변화 -대전 
서구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사례

류광현,
황수정

2012 대한구강보건학회 단면연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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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764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이용한 
한국성인 우울수준의 변화궤적 
분석과 흡연 및 음주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전진아,
박현용,
손선주

2012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65
생태학적 모델을 적용한 학교 
기반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최연희,
하영선,
박민아

2012 지역사회간호학회 단면연구 중재

766
동기면담 금연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금연에 미치는 효과

하영선,
최연희

2012 한국간호과학회 단면연구 중재

767
정책논단: 담배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활용한 소방재원 
확충

박상수 2012 한국지방세연구원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68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흡연 감소 및 
브랜드 스위칭

김현철 외 
3명

2012 보건사회연구 단면연구 정책

769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방안

남성희,
전종설   

2012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70
성인 흡연자의 금연 프로그램 
효과 -무작위대조군 실험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박성희 외 
3명

2012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771 성인남성의 금연동기 영향요인
윤영미,
양은경,
신성례   

2012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772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환자의 금연교육이 흡연에 
미치는 효과

전원희,
윤현숙   

2012 성인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73
중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흡연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지와의 관련성

이승준 외 
7명

2012
대한직업환경

의학회지 
단면연구 현황

774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흡연청소년의 니코틴의존도, 
흡연유혹 및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

박남희, 2012 아동간호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75

자기효능증진 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자의 흡연량, 호기 
일산화탄소, 소변 내 코티닌 
수치 및 자기 효과

최은영,
정성희   

2012
기초간호

자연과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76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여고생의 금연 효과

이연호,
배현숙   

2012
대한피부미용

학회지 
단면연구 중재

777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생의 흡연 
관련요인 분석

안병호,
박기호,
계수연

2012
한국학교보건

교육학회
단면연구 현황

778
일부 대학생의 흡연 실태와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및 행태 
조사연구

문선정,
김한나,
구인영

2012 한국콘텐츠학회 단면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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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779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사업의 개선방안

한명이,
김노마

2012
한국디지털
정책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80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행태와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관계

조선희,
엄애용,
전경숙

2012 보건의료산업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8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흡연과 
우울증의 관련성

변해원 2012 한국산학기술학회 단면연구 현황

782
보건소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자의 금연지속 실패 
요인

최현순,
손혜숙,
김윤희,
이명진

2012 한국산학기술학회 단면연구 중재

783
흡연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연영란 2012 한국산학기술학회 단면연구 현황

784 엘리베이터 내의 흡연 추출 신성윤 2012 한국산업정보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785
금연 TV광고의 내용분석 연구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기반한 
건강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홍은희,
이철한

2012 한국콘텐츠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786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비흡연 
대학생의 주장행위에 관한 연구 
-건강신념모형과 ASE model 
적용을 중심으로-

김명수,
김윤희

2012 한국산학기술학회 단면연구 기타

787
금연이침저주파지극기(HBN-001
)의 개발 및 금연효과 Pilot 
Test

차윤엽,
이귀선,
박노국

2012 한국벤처창업학회 단면연구 중재

788
니코틴 함량이저하된 연초의 
개발 

이인행,
이이

2012
충북대학교농업
과학기술연구소

비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789
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장기용 2012 한국세무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90 담배규제정책의 윤리적 근거 조홍준 2012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91
남성 입원 환자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 제공이 금연 성공 및 
금연 변화단계에 미치는 영향

김경수 외 
6명

2012 대한금연학회지 사례연구 중재

792
건강검진 후 금연상담이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이진영 외 
6명

2012 대한금연학회지 사례연구 중재

793
흡연 규제: 사회적 정의인가, 
사생활의 침해인가?

서홍관 2012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94
분산형 vs 집합형 디자인 
표현유형의 시각적 기억 연구: 
담배 패키지디자인 중심으로

김득수,
김경임

2012
한국브랜드
디자인학회

단면연구 중재

795
담배 패키지디자인 표현유형에 
따른 판매촉진과 판매규제요인 
분석연구

박종미 2012 한국과학예슐포럼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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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발행기관 문헌분류
연구
유형

796
청소년 흡연 특성이 금연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정재선 2013 한국광고홍보학회 단면연구 현황

797
흡연자의 금연결정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금연정책에 대한 함의

전형준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798
중, 고등학생의 흡연여부 및 
빈도의 결정 요인 분석

김지경,
김균희

2013
한국청소년문화

연구소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799

'민무늬' 담뱃갑(plain 
cigarette packaging): 현황과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에의 
함의

조홍준 2013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중재

800
다국적 담배기업의 과학적 사실 
왜곡과 청부과학

박상표 2013 대한금연학회지
체계적 

문헌고찰
기타

801
미국 내 담배회사 활동 분석을 
통한 국내 담배시장 변화 예측

이성규 2013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802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정신건강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박영숙,
김철환

2013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현황

803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금연정책 
평가 및 개발

김정민,
주영수,
김열,
서홍관

2011 대한금연학회지
비체계적 
문헌고찰 

정책

주) 542번(Song hwang, 2007), 590번(Choi & Kim ,2008) 698번(Paek & Riley, T.A., 2010) 문
헌은 국내논문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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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담배관련 보건정책과 연구 간극분석에 대한 근거표

제목 병원 대상 직원의 포괄적 금연방침의 단기효과

저자, 연도 김성원, 2002

방법

- 국가: 대한민국
- 대상: 대한민국 일개병원(상계백병원)
- 설계: 전후비교연구
- 분석: 금연규칙 시행전후의 설문조사를 통한 교차분석

참가자

- 대상자: 상계백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조리원 49명을 제외한 전 직원 
1026명(남자 367, 여자 659) 중 1차 설문 응답률 65.3%, 2차 설문 응
답률 53.8%

- 1차, 2차 설문응답대상자의 직종,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법제

- 포괄적 금연방침, 병원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금지, 흡연구역지정, 금연
교육자료 제공 및 금연 클리닉 제공,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위반시-범칙
금 적용

성과
(지표)

- 금연방침 시행 후 2개월 후 무기명 설문조사
- 금연구역 인지도(98.0%)
- 금연구역의 준수도(41.5% 사전, 52.9% 사후, p=0.0001)
- 간접흡연의 효과(냄새 76.8%, 환경개선 69.6%, 건강에 영향 77%)
- 흡연율(4.3% 금연함, 흡연량 감소 65.7%)
- 흡연량 감소 정도(p<0.001)
- 근무날 58명 응답 사전 15.57+-9.31 사후 11.47+-9.54 차이 4.09+-0.69
- 근무시간 64명 응답 사전 8.00+-6.23 사후 5.48+-6.10 차이 2.83+-0.48
- 근무시간외 59명 응답 사전 7.44+-5.69 사후 6.39+-5.64 차이 1.18+-0.29
- 휴일 61명 응답 사전 10.75+-7.38 사후 8.75+-6.40 차이 2.00+-0.50

비고

- 사전 사후 비교군이 동일한 대상자가 일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다
소 제약이 있으며, 흡연량에 대한 흡연여부 평가를 하기에 2개월의 추
적관찰 기간이 너무 짧은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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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역 종합병원환자의 흡연실태 및 원내 흡연정책에 관한 인식도 조사

저자, 연도 남은우, 2001

방법

- 국가: 대한민국
- 대상: 부산지역의 의료기관(병원 종별로 층화하여 대학병원 4개, 종합병

원 5개를 무작위 선출)하여 각 병원의 외래를 2000년 1월 한 달 
동안 방문한 대상자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조사대상 
병원당 100명씩 무작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회수율 92.9%)

- 최종대상수: 928명
- 설계: 단면연구
- 분석: 설문조사에 의한 현황조사

참가자

- 성별: 남성 624(67.2%)
- 연령: 30세 미만(215), 30-40세 미만(215), 40-50세 미만(225), 

50세 이상(265)
- 진료구분: 외래(342), 입원(566)
- 병실구분: 1인실(28), 2-3인실(89), 4-5인실(118), 6인실(286)

법제 병원 전체의 실내 흡연 금지

성과(지표)

- 병원의 금연규제 및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 흡연자(88.6), 비흡연자(87.1) 병원내 금연사실 인식
  ‧ 흡연자(55.9), 비흡연자(47.1) 병원내 금연규정 인식(p<0.01)
- 흡연의 유해성 인식
  ‧ 흡연자의 건강의 유해성 인식: 흡연자(93%), 비흡연자(97.45)
  ‧ 간접흡연의 유해성 인식: 흡연자(38.2), 비흡연자(78.5)
- 환자의 흡연 행태 및 흡연율
  ‧ 현재 흡연율(35%), 과거흡연율(63.2%)

비고

- 병원내 흡연과 관련되어 사전 사후의 변화정도를 평가한 것이 아님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음 특히 흡연여부에 대한 질문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로 평가하기에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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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커피전문점에서 흡연 및 금연구역의 분리행태에 따른 pm25 농도 비교

저자, 연도 염지선, 2011

방법

- 국가: 대한민국
- 대상: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30곳을 대상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PM, 농도 동시측정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분리행태별 농도측정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유리벽과 문, 다른 층으로 구분하는 방식으

로 각각 15곳 선정
- 설계: 단면연구

참가자

- 커피전문점의 특성
  ‧ 평균온도: 24도, 습도 51%, 두 지역간 습도와 온도차 없음.
  ‧ 흡연구역 평균이용자수(13명), 금연구역 평균이용자수(20명)
- 흡연구역면적
  ‧ 유리벽 구분형(16평방미터), 층 구분형(29평방미터)
- 흡연 도
  ‧ 유리벽 구분형(100미터당 3.68개피), 층 분리형(100미터당 2.18개피)

법제
-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의 넓이가 150평방미터 이상인 곳의 경우 금

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함.

성과
(지표)

- 평균 PM25 농도는 흡연구역 132±94ug/m2 이며 금연구역 
52±50ug/m2(p<0.001) 외부 24±19ug/m2 (p<0.001)

- 층 분리형보다 유리벽 분리형의 농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현지 국내의 실내 PM25 농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미국의 기준에 의

거하면 35±50ug/m3 
- 현재 조사대상 29개 중 흡연구역 26곳(90%), 금연구역 14곳(48%)에서 

기준을 초과함.
- 분리형태별 감소율
  ‧ 감소율(%)=(흡연구역 PM25농도)-금연구역(PM25농도))/흡연구역(PM25 

농도)로 계산함.
  ‧ 차단벽 미설치=26%, 차단벽 설치 40%, 층별분리 63% 로 평가됨.

비고

- 흡연구역의 PM25농도는 외기보다 5배, 금연구역보다 2.5배 높게 나타남.
- 분리형태에 따른 금연구역의 PM25농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분리형태에 따른 금연구역선정은 흡연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완전한 차단을 위한 공간적 분리가 필요하며,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내금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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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xposure of 
Children and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 Cross-Sectional 
Study in Korea

저자, 연도 이옥희 등, 2012

대상 7,059 학령기 어린이 

측정방법
- 설문 “집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요중 코티닌 측정 

- 사회경제적 위치: 성, 부모의 결혼상태, 가족수, 주거형태, 방 개수, 부모
의 교육수준, 평균 가구 수입, 아버지의 직업

- 거주지역의 박탈계수: Carstairs index 

결과

- 혼란변수 보정 후, 낮은 아버지의 교육수준(OR 1.81 1.30-2.54), 박탈
계수 높은 지역(OR 1.34 1.06-1.69)에서 간접흡연 폭로가 높았음. 특
히 아버지의 교육연수가 12년 이하이며 가장 박탈계수가 높은 지역에서 
OR 2.04(1.04-4.02)

제목

Secondhand Tobacco Smoke Exposure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on Campus and in the Home: A 
Preliminary Study 

저자, 연도 김은경, 2012

대상 서울, 경기도 2개 대학의 전체 25,373명 학생 중 임의추출 2,209명

측정방법

- 간접흡연 관련 질문 2개
  1. 지난 한달 동안, 학교나 집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적이 있는가?
  2. 만일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노출되었는가?

조사 변수

- 인구사회학적 요인
- 건강관련 요인: 현재 질병, 자가 보고 건강상태, 가족의 질병
- 환경적 요인: TV, 라디오 캠페인, 신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흡연 

반대에 대한 정보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여부

결과

- 83.1%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학교나 집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적 있음. 특히 학교에서 79.7%, 집에서 23.5%로 나타남. 학교에서의 
노출은 1,2학년 학생에게서 더 높았고, 집에서는 가족중 흡연자가 있고 
스스로의 건강을 안좋다고 답한 여학생들에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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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mong South 
Korean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저자, 연도 이보은, 2011

대상 제3차 국민건강영양조사(2005년) 자료

측정방법
- 간접흡연 폭로에 대한 자가 보고
- 가정과 직장에서의 폭로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변수 -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음주, 운동 등

결과

- 비흡연자의 36.1%, 흡연자의 50.1%에서 직장 또는 집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됨. 비흡연자 중에서는 여성이 집에서 폭로되는 경우가 
많았음(OR 5.22 4.08-6.67). 

- 교육수준과 집에서의 노출여부는 역관계를 보였으며(OR 1.73 1.38-2.17), 
사무실, 영업직 또는 육체노동의 경우 전문직, 행정직, 관리직에 비해 
더 높은 노출수준을 보임(OR 1.23 1.07-1.47). 연령, 성, 교육수준을 
보정한 후,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노출군에서 지난 일년간 병원입원이 
더 많았음(OR 1.29 1.002-1.66).

제목
Hair nicotine levels in non-smoking pregnant women whose 
spouses smoke outside of the home

저자, 연도 유상호, 2010

대상

- 지방에 위치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외래 산전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 포함기준은 임신전 흡연력이 없고, 외래 산전 클리닉을 2회 이상 방문

했으며, 임신 중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는 경우
- 45.2%가 설문에 답하여 총 933명의 여성이 연구에 참여함.

측정방법

- 머리카락에서의 니코틴 분석
- 간접흡연 관련 설문: 집에서 배우자의 흡연 행태(피우지 않음, 집밖에서

만 흡연, 집안에서도 흡연), 집 외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집에서 
흡연하는 사람의 숫자, 일주일에 총 폭로되는 시간, 집에서 매일 피워
지는 담배 개수, 집에서 느껴지는 간접흡연의 강도

조사 변수
- 인구사회학적 요인: 출산력, 음주력, 본인과 남편의 흡연 여부, 임신 중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된 요인

결과

- 머리카락 니코틴 농도: 비흡연 배우자군(그룹 A), 배우자가 집밖에서만 
흡연하는 군(그룹 B), 배우자가 집안에서도 흡연하는 군(그룹 C)에서 
각각 0.33ng/mg(0.30-0.35), 0.51 ng/mg (0.45 to 0.57), 0.58 
ng/mg (0.51 to 0.65)로 그룹A에서 유의하게 낮았음. 

- 혼란변수를 보정한 수, 그룹 B와 그룹 C를 대조군인 그룹A와 비교했을 
때, 각각 0.43(0.07; p<0.001), 0.44 (0.10; p<0.001)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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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hildren’s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t Home in Seoul, 
Korea

저자, 연도 Suzanne C Hughes, 2008

대상 전화설문  남성 248명, 여성 252명 서울 

측정방법

소아의 간접흡연 폭로: 집과 다른 장소에서의 특정한 한 주 동안 소아에
게 노출된 담배개피수를 추정하여 답하고, 같은 방식으로 1주일간 차에서 
노출된 양을 추정하여 답함.

조사 변수 성, 연령, 결혼상태, 직업, 교육연수, 소득수준, 세대원 수와 연령

결과

응답자의 31%는 집에서의 노출이 있다고 답함. 주당 평균 노출은 5개비
정도임. 다중로지스틱 분석 결과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 간접흡연 노출
정도가 높았으며, 흡연이 집안에서 허용된 경우와 흡연을 말리는 그룹이 
적은 경우에서도 높았음.

제목
Secondhand Smoke Exposure among Nonsmoking Adults in 
Seoul, Korea

저자, 연도 Suzanne C Hughes, 2008

대상 전화설문 남성 248명, 여성 252명 서울 

측정방법

집, 찍장, 차안과 기타 장소에서 하루에 폭로되는 담배갯수를 추정하여 
답함. 기타 장소의 경우 일당 폭로양을 7로 나누어서 차에서의 폭로와 합
하여 계산(집, 직장에서의 노출에 가중치) 

조사 변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업, 교육, 소득수준, 가정내 18세 이하 소아여부

결과

비흡연자의 68%가 간접흡연에 폭로되고 있었고, 대부분은 집이(26%)나 
직장(9%) 이외의 공간에서 노출됨(57%). 하지만 폭로양은 하루에 9개피
로 직장에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집이 하루 6개피임. 여성보다 남성이 
직장에서의 노출이 많았음. 여성에서 젊은 나이, 가족의 흡연(남편 외), 
간접흡연 반대 메시지관련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각각 간접흡연 
노출과 연관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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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 방 금연구역의 간접흡연 노출

저자, 연도 손홍지, 2010

대상
2009년 9월 4일에서 2009년 10월 15일에 걸쳐 서울시 종로구와 성북구
에 위치한 PC 방 21곳

측정방법

- 공기 중 PM2.5 농도
-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시간인 오후 1-8시 사이에 이루어졌음. 
- 측정은 외기(배경농도), PC 방 실내(흡연구역, 금연구역 동시측정), 외기(배

경농도)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5분, 30분 그리고 5분씩 측정하였음.

기타 변수
- PC 방 금연구역의 담배연기 차단형태
- 흡연자 수(관찰된 담배 수)와 이용자 수

결과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서의 PM2.5 농도는 각각 75 μg/m3, 136 μg/m3, 
- 금연구역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지만, 미국 대기오염 기준인 35μg/m3보

다는 매우 높았음. 금연구역에서 벽이 있는 방식과 없는 방식, 2층에 있
는 방식은 차이가 없었음.

제목 Plain Tobacco Package: A Systematic Review

저자(연도), 
학술지

Crawford Moodie 등(2012) Public Health Research Consortium 

대상 1980~2011. 담뱃갑 관련 4518개 문헌 중 37개 문헌 체계적 고찰

효과측정 
및 중재 

5가지 주제 근거 확인
1) 담뱃갑 및 담배브랜드의 매력성
2) 경고문구의 중요성
3) 제품의 유해성 및 강도에 대한 인식
4) 흡연에 대한 태도, 신념, 행동
5) 담뱃갑 정책 도입의 촉진제 및 장벽

결과

민무늬 담뱃갑이 일반 담배갑 보다 일반인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지며, 낮은 
품질 및 가격이 더 저렴할 것으로 인식되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
식 약화. 또한 경고문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민무늬 담뱃갑이 
상대적으로 화려한 브랜드 담뱃갑에 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흡연에 관
한 부정적인 느낌을 주며 흡연 시작 억제효과가 있음. 민무늬 담뱃갑에 대
하여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민무늬를 더 지지
하고 있음.

결론
민무늬 담뱃갑이 기존 브랜드 담뱃갑보다 금연효과 및 흡연 억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고문구에 대한 상기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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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e Effect of Plain Packages on the Perception of Cigarette 
Health Warnings

저자(연도), 
학술지

Park Beede 등(1992), Public Health

대상 1992년 뉴질랜드의 청소년(평균 연령 13세) 536명

효과측정 
및 중재 

plain 담뱃갑의 경고 문구 인지에 관한 가능한 효과 조사
1) 뉴질랜드의 일반 담뱃갑
2) 뉴질랜드의 plain 담뱃갑
3) 미국의 일반 담뱃갑
4) 미국의 plain 담뱃갑

결과

1) plain 담뱃갑의 경고 문구가 일반 담뱃갑의 경고 문구보다 더 오래 기
억되는 효과가 있음.

2) 특정 질병과 관련한 경고 문구의 효과는 일반적인 경고 문구 또는 독성
에 관한 경고 문구의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결론

1) 경고 문구의 크기를 늘려야 함.
2) 경고 문구와 담배 정보를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함.
3) 경고 문구를 담뱃갑의 뚜껑 부분에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마다 문구를 읽도록 해야 함.
4) 담뱃갑 내에 추가적인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함.
5) 담배 자체에도 경고 문구를 인쇄해야 함.

제목
Introduction effects of the Australian plain packaging policy on 
adult smokers: a cross-sectional study

저자(연도), 
학술지

Melanie Wakefield 등(2013), BMJ Open 

대상
2012년 호주 흡연자 536명(72.3%의 plain 담배 흡연자, 27.7%의 일반 
담배 흡연자)

효과측정 
및 중재 

plain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와 일반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의 흡연 신념 및 
금연 의향 비교 조사
1) plain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
2) 일반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

결과

plain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는 일반 담뱃갑의 담배 흡연자보다
1) 그들이 피우는 담배의 질이 더 낮다고 인지함.
2) 흡연에 관한 만족도가 더 낮게 측정됨.
3) 금연 의향이 높음.
4) plain 담뱃갑 관련 법령을 더 많이 지지함.

결론

plain 담뱃갑은 일반 담뱃갑보다 
1) 흡연에 관하여 매력적이지 못함.
2) plain 담뱃갑과 관련한 정책을 더 많이 지지함.
3) 성인 흡연자 사이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더 많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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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pact of graphic and text warnings on cigarette packs: findings 
from four countries over five years

저자(연도), 
학술지

Ron Borland 등(2009), Tobacco Control

대상 2002~2006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성인 흡연자 17,773명

효과측정 
및 중재 

담뱃갑 경고문구 및 그림 경고에 대한 4개국의 효과(경고 문구의 중요성, 
경고 문구에 관한 인지적 반응, 흡연의 중단, 경고 문구 회피) 평가
· 미국: 담뱃갑 옆면의 경고문구(’02-’06)
· 영국: 담뱃갑 앞뒷면 6%를 차지하는 경고문구(’02)/담뱃갑 앞면 30%, 뒷

면 4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03-’06)
· 호주: 담뱃갑 앞면 25%, 뒷면 33%를 차지하는 경고문구(’02-’05)/담뱃

갑 앞면 30%, 뒷면 9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 및 그림 경고(’06)
· 캐나다: 담뱃갑 앞뒷면 5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 및 그림 경고(’02-’06)

결과

2006년 호주의 새로운 담뱃갑 경고 정책(담뱃갑 앞면 30%, 뒷면 9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 및 그림 경고)이 시행된 이후 흡연자들에게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남.

결론

1) 호주의 새로운 담뱃갑 경고 정책은 흡연 중단 행동의 예측성을 증가시
키는 경향을 보임. 

2) 경고 문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경고 효과 또한 커지며, 경고 문구보다 경
고 그림의 효과가 훨씬 큼.

제목
Estimatingthe impact of pictorial health warnings and "plain" 
cigarette packaging

저자(연도), 
학술지

James Thrashe 등(2011), Health Policy

대상 2009년 5월~11월 사이 18세 이상 성인 흡연자 404명

효과측정 
및 중재 

4개의 담뱃갑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환산한 금액 평가
1) 담뱃갑 옆면 5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
2) 담뱃갑 앞뒷면 5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
3) 담뱃갑 앞뒷면 5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 및 그림
4) plain package 담뱃갑의 앞뒷면 5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 및 그림

결과
담뱃갑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욕구 환산 금액
1) $3.52  2)$3.43 3)$3.11 4)$2.93

결론

적절한 담뱃갑의 경고 문구 및 그림은 담배 구매 욕구를 감소시킴. plain 
package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구매 욕구를 가장 크게 감소시킴(최저 금
액 인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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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actions of Young Adult Smokers to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ages

저자(연도), 
학술지

Michelle Hegarty 등(2006), Am J Prev Med 

대상 18세~24세 성인흡연자 572명, 금연 중인 흡연자 191명

효과측정 
및 중재 

캐나다 담뱃갑 경고 문구 및 그림 경고에 대한 효과 조사
1) 경고 문구: 흡연은 암을 유발
2) 경고 문구: 흡연은 뇌졸중과 심장병을 유발
3) 경고 문구: 흡연은 비흡연자의 치명적인 폐 손상을 유발
4) 경고 문구+그림 경고: 인공호흡기-흡연은 폐암을 유발
5) 경고 문구+그림 경고: 뇌- 흡연은 뇌졸중을 유발.
6) 경고 문구+그림 경고: 아기-흡연은 아기를 다치게 함

결과

1) 경고 문구만 있는 담뱃갑(37.6%)보다 그림 경고가 함께 있는 담뱃갑
(63.1%)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알리는 효과가 더 큼.

2) 경고 문구만 있는 담뱃갑(22.1~27.2%)보다 그림 경고가 함께 있는 담
뱃갑(52.8~57.2%)이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더 큼.

3) 경고 문구만 있는 세 개의 담뱃갑 중 흡연 경고 효과가 있는 담뱃갑
  - 흡연은 암을 유발: 43.6% 
  - 흡연은 비흡연자의 치명적인 폐 손상을 유발: 30.6% 
  - 흡연은 뇌졸중과 심장병을 유발: 25.5%
4) 경고 문구+그림 경고가 함께 있는 세 개의 담뱃갑 중 흡연 경고 효과가 

있는 담뱃갑
  - 아기 그림: 41.0%
  - 뇌 그림: 38.4%
  - 인공호흡기 그림: 20.6%

결론
경고 문구만 있는 담뱃갑보다 경고 문구와 그림 경고가 함께 있는 담뱃갑
이 훨씬 더 효과적임.

제목 담배 포자 및 라벨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저자(연도), 
학술지

신윤정 등(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대상 수도권 거주 흡연자 200명

효과측정 
및 중재 

담뱃갑의 디자인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흡연위해성 인식 및 금연의도 변화

결과

추상적인 내용의 경고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경고문구가 담배 위해성 
전달과 금연의도에 더 효과적. 경고문구 Box 가 클수록 효과적, 표기된 담
배성분 개수가 많아질수록 효과적

결론

소비자에게 담배 위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의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담뱃갑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경고 글자를 어느 정도 이상 크게 하면, 경고문구 Box 크기를 지나치게 크
게 할 필요는 없음을 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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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흡연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연도), 
학술지

최은진 등(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대상 그림경고 인식조사. 그림경고의 효과성 분석

효과측정 
및 중재 

20~59세 성인 1,000명

결과

담뱃갑 그림경고와 흡연피해 인식도-폐암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음(93%).
평소에 담뱃갑의 경고문을 보는 흡연자와 보지 않는 흡연자 간에 흡연 피
해에 대한 지식 차이가 있음. 건강경고문을 항상 읽는 사람일수록 흡연 피
해에 대한 지식도 점수가 높음.

결론

담뱃갑 포장의 언어적 시각적 표현방식은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을 전달하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 현행 문자경고보다 그림경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그림경고는 구강암, 폐암 등 충격적인 고강도의 그림이 영향력이 있음. 

제목 담뱃갑 경고문 유형과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흡연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

저자(연도), 
학술지

김인숙(2007), 사회과학연구 

대상 대학생 120명

효과측정 
및 중재 

흡연태도의 변화측정
긍정문구, 부정문구, 긍정그림+문구,부정 그림+문구: 네 개의 집단

결과

1) 긍정 문구/긍정 문구+그림:6.6;p<.01
2) 부정 문구/부정 문구+그림:3.10;p<.01
3) 문구 긍정/문구 부정:6.68;p<.001
4) 그림+문구 긍정/ 그림+문구 부정: 7.42;p<001

결론

담뱃갑 경고문 유형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금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 문구 경고문을 그림 경고문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정적 프레이밍 메시지가 긍정적 프레이밍 메시
지에 비해 금연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임.

제목 흡연 대학생의 담뱃갑 금연 경고문구와 그림경고문에 대한 평가

저자(연도), 
학술지

김현숙 등(2004), 가정의학회지

대상 대학생 흡연자 103명

효과측정 
및 중재 

담뱃갑 경고문구는 인지도와 금연효과, 그림경고문은 시각효과와 금연효과, 
현행경고문구와 그림경고문은 금연효과 비교

결과
1) 인지도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 81.6%
2) 금연효과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 45.6%

결론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뱃갑 그림경고문과 기존의 담뱃갑 경고문구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그림경고문의 인식도 
평가한 결과, 담뱃갑 그림경고문의 시각효과와 금연효과가 비슷하게 평가
되고, 흡연자들은 현행 담뱃갑 경고문구보다 그림경고문이 금연에 도움을 
더 많이 준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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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뱃갑 흡연경고표시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저자(연도), 
학술지

조경숙, 신윤정(2006), 가정의학회지 

대상 일반인 1,200명 대상 

효과측정 
및 중재 

현행 담배경고문구 평가 및 그림을 삽입한 새 경고표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 현행 흡연경고문구 효과가 없다고 응답: 87.2%
2)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87.2%
3) 경고그림을 도입한 새 경고표시 경우, 담배의 해독성 인식 효과: 84.6%, 

담배의 해독성 지식 전달 효과: 81.5%, 금연효과: 75.9%, 담배구매 억
제효과: 64.1%

4) 그림 경고표시 대한 조사 대상자의 80%이상, 흡연자의 70%이상 찬성

결론

담뱃갑 흡연경고표시를 적극적인 금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도모
하고자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현행 담뱃갑 흡연경고문구를 평가하고 그림을 
이용한 담뱃갑 흡연경고표시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함.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 서베이 실시한 결과, 현행 담뱃갑 경고 표시가 금연정책수단으로서 거
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그림을 이용한 새로운 담뱃갑 경고
표시를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잘 인식할 수 있었고, 담배를 끊게 하고, 구
매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

제목 외국 담뱃갑 경고 그림의 금연유도 효과에 대한 평가

저자(연도), 
학술지

김대현 등(2007), 가정의학회지 

대상 2005년 2월부터 6월 금연교육을 받은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50명

효과측정 
및 중재 

우리나라 담뱃갑 그림경고문 사용 대비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고그림
에 대한 효과평가

결과

1) 이미지 강도 평균 점수 3.3±1.12,
2)적절성 평균 점수 3.2±0.97
금연 유도효과 평균 점수 3.3±1.01

결론

우리나라에서 담뱃갑 그림 경고문 사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시각적 이미
지의 경고 그림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고 그
림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110명을 대상으로 경고 그림이 부착된 외국
의 담뱃갑 64개를 보여주면서 설문지에 자기 기입하도록 하여 금연 유도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사용할 때에는 이미지 강도가 강하고 흡연의 부정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피해-중심 경고 그림이 금연 유도에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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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담배관련 보건정책에서 연구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1. 연구자 대상 

1. 이 연구는 담배(흡연, 금연)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연구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한 근거(research evidence) 생산이 보건정책 실

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②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③ 특정 또는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귀하는 일반적으로 보건정책에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의 활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귀하가 담배(흡연, 금연)관련 연구를 수행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

답 가능)

  ① 연구자 개인적 관심

  ② 정부 또는 지자체의 요청

  ③ 소속기관의 요청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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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담배(흡연, 금연)와 관련된 정부(중앙 및 지방)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

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정부의 정책 개발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수응

답 가능)

  ① 중앙 정부의 담배관련 정책

  ② 지방 정부의 담배관련 정책

  ③ 중앙 및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④ 기타(                                                )

6. 아래 문항 중 귀하가 수행해 본 연구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관련 ① 연구경험 있음 ② 없음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관련 ① 연구경험 있음 ② 없음

  금연을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 ① 연구경험 있음 ② 없음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관련 ① 연구경험 있음 ② 없음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금지 관련 ① 연구경험 있음 ② 없음

  담배세 인상 관련 ① 연구경험 있음 ② 없음

7. 귀하가 수행하신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7-1. 귀하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까?

  ① 연구의 적시성

  ② 연구의 필요성

  ③ 연구 결과의 신뢰성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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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귀하의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연계가 부족함

  ② 정책결정자가 HSR(Health Service Research)이 정책과 충분히 관련 있

다고 생각하지 않음

  ③ 정책환경 특수성(정책 진행의 긴급성, 업무과다, 자원부족 등)

  ④ 연구예산이 부족함

  ⑤ 데이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함

  ⑥ 적절한 연구인력이 부족함

  ⑦ 관련 연구에서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부족함

  ⑧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또는 필요한 연구물이 부족함

  ⑨ HSR 결과를 공표하거나 확산하기가 어려움

8. 귀하는 우리나라 담배(흡연, 금연)관련 정책 수행이 연구근거(research evi-

dence)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8-1. 그렇지 않다면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의 생산, 전파, 확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연계가 부족함

  ② 정책결정자가 HSR(Health Service Research)과 정책이 충분히 관련 있다

고 생각하지 않음

  ③ 정책환경 특수성(정책 진행의 긴급성, 업무과다, 자원부족 등)

  ④ 연구예산이 부족함

  ⑤ 데이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함

  ⑥ 적절한 연구인력이 부족함

  ⑦ 관련 연구에서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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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또는 필요한 연구물이 부족함

  ⑨ HSR 결과를 공표하거나 확산하기가 어려움

9. 다음은 담배(흡연, 금연)관련 정책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현재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②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③ 금연을 지원하는 서비스

  ④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⑤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금지

  ⑥ 담배세 인상

  ⑦ 기타(                                                )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간접흡연과 관련하여 실외금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금연조례를 통해 실외금연구역(버스 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설정하여 이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0. 이러한 실외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실외금연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가 필요

합니다.실외금연정책이 실제 흡연율 감소 및 비흡연자의 보호 효과에 대한 근

거, 실외금연 장소 선정 기준, 정책위반 시 벌금부과 기준 및 금액 기준  등에 

대한 국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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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의 연구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② 외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기준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③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방정부의 기준을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④ 기타(                                                )

외국에서 담배관련 정책으로 'plain package and health warning'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plain package'란 모든 담뱃갑에 끔찍한 경고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경고 
문구를 사용하고, 담배상표는 하단에 작게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12. 귀하는 'plain package'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13. 우리나라에서도 'plain package'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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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경고문구의내용 및 

크기는 어떤 것이 적당한지, 담뱃갑에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

인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렇다면 귀하는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1.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

  ② 정책에 대한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서

  ③ 외국 연구와 비교 분석을 위해서

  ④ 기타(                                                )

14-2.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의 시행 기준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② 외국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③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담배(흡연, 금연)관련 다른 보건정책을 참고하면 되기 때

문에

  ④ 기타(                                                )

※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는 필수 응답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을 위하

여 부득이하게 요청하는 것이며, 절대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곳에도 활용되

지 않습니다.

15. 이름 (             )

16. 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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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별  ① 남 ② 여

18. 귀하의 최종 학위는 어떻게 됩니까?

  ① 학사학위

  ② 석사수료

  ③ 석사학위

  ④ 박사수료

  ⑤ 박사학위

19. 귀하의 소속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 혹은 대학 내 연구소

  ② 대학 병원

  ③ 정부 산하 행정 기관

  ④ 정부 산하 연구원 (대학 내 연구소 제외)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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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등의 중앙정부 정책담당자 대상

1. 귀하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한 근거(research evidence) 생산이 보건정책 실

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②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③ 특정 또는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귀하는 일반적으로 보건정책에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의 활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귀하의 소속은?

  ① 중앙부처

  ② 중앙부처 지원단(건강재단, 암센터 등)

  ③ 기타(                                                )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물을 생산하는 

연구조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지원 연구 조직이 있다면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

  ② 정부출연 연구소(건강증진재단, 암센터 등)

  ③ 지원단(건강증진 사업단 등)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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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조직이 있다면, 정책적 지원을 위한 연구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4-3.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가능)

  ①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연계가 부족함

  ② 정책결정자가 HSR(Health Service Research)과 정책이 충분히 관련 있다

고 생각하지 않음

  ③ 정책환경의 특수성(정책 진행의 긴급성, 업무과다, 자원부족 등)

  ④ 연구예산이 부족함

  ⑤ 데이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함

  ⑥ 적절한 연구인력이 부족함

  ⑦ 관련 연구에서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부족함

  ⑧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또는 필요한 연구물이 부족함

  ⑨ HSR 결과를 공표하거나 확산하기가 어려움

5. 귀하는 담배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과학적/학문적 근거(research 

evidence)를 토대로 수행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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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그렇지 않다면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의 생산, 전파, 확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연계가 부족함

  ② 정책결정자가 HSR(Health Service Research)이 정책과 충분히 관련 있

다고 생각하지 않음

  ③ 정책환경 특수성(정책 진행의 긴급성, 업무과다, 자원부족 등)

  ④ 연구예산이 부족함

  ⑤ 데이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함

  ⑥ 적절한 연구인력이 부족함

  ⑦ 관련 연구에서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부족함

  ⑧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또는 필요한 연구물이 부족함

  ⑨ HSR 결과를 공표하거나 확산하기가 어려움

6. 다음은 담배관련 정책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의 분류를 이

용하여 담당 업무 현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②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③ 금연을 지원하는 서비스

  ④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⑤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금지

  ⑥ 담배세 인상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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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담배관련 정책으로 'plain package and health warning'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plain package'란 모든 담뱃갑에 끔찍한 경고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경고 
문구를 사용하고, 담배상표는 하단에 작게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7. 귀하는 'plain package'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8. 우리나라에서도 'plain package'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

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경고문구의내용 및 크기는 

어떤 것이 적당한지, 담뱃갑에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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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9-1.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

  ② 정책에 대한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서

  ③ 외국 연구와 비교 분석을 위해서

  ④ 기타(                                                )

9-2.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의 시행 기준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② 외국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③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담배(흡연, 금연)관련 다른 보건정책을 참고하면 되기 때

문에

  ④ 기타(                                                )

※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는 필수 응답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을 위하

여 부득이하게 요청하는 것이며, 절대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곳에도 활용되

지 않습니다.

10. 이름 (             )

11. 메일 주소(                                                    )

12. 성별  ① 남 ② 여

13. 귀하의 최종 학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전문학사                                ④ 석사학위

  ② 학사학위                                ⑤ 박사수료

  ③ 석사수료                                ⑥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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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 대상

1. 귀하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한 근거(research evidence) 생산이 보건정책 실

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② 특정 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③ 특정 또는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귀하는 일반적으로 보건정책에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의 활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귀하의 소속은?

  ① 시·도청

  ② 보건소

  ③ 기타(                                                )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물을 생산하는 

연구조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지원 연구 조직이 있다면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

  ② 정부출연 연구소(건강증진재단, 암센터 등)

  ③ 지원단(건강증진 사업단 등)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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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조직이 있다면, 정책적 지원을 위한 연구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4-3.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가능)

  ①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 연계가 부족함

  ② 정책결정자가 HSR(Health Service Research)이 정책과 충분히 관련 있

다고 생각하지 않음

  ③ 정책환경 특수성(정책 진행의 긴급성, 업무과다, 자원부족 등)

  ④ 연구예산이 부족함

  ⑤ 데이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함

  ⑥ 적절한 연구인력이 부족함

  ⑦ 관련 연구에서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부족함

  ⑧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또는 필요한 연구물이 부족함

  ⑨ HSR 결과를 공표하거나 확산하기가 어려움

* 담배(흡연, 금연)정책 관련

5. 귀하는 담배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과학적/학문적 근거(research 

evidence)를 토대로 수행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부록 333

6. 다음은 담배관련 정책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의 분류를 이

용하여 담당 업무 현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

  ②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③ 금연을 지원하는 서비스

  ④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⑤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금지

  ⑥ 담배세 인상

  ⑦ 기타(                                                )

7. 업무 현안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간접흡연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가 소속된 지방정부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금연조례를 제정하였습니까?

  ① 이미 제정 했다

  ② 제정 준비 중이다

  ③ 제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9. 간접흡연 관련 금연조례 제정 시 연구자(학계, 연구소, 지원단)의 지원(정책 개

발에 필요한 연구 결과물 생산)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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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책 진행의 긴급성

  ② 연구 예산의 부족

  ③ 연구 인력 부족

  ④ 기타(                                                )

간접흡연 관련 정책의 핵심은 실외금연장소를 선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흡연 감소 및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10. 귀하 또는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간접흡연관련 금연정책을 마련 시 다음 중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실제 흡연율 감소효과

  ② 실제 비흡연자 보호효과

  ③ 실외금연장소 선정

  ④ 벌금부과 기준

  ⑤ 벌금부과 금액산정

  ⑥ 어느 문항도 고려하지 않음

10-1. 위의 사항을 고려하였다면 관련 연구근거(research evidence)가 있었습

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이름과 전자우편주소는 필수 응답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을 위하

여 부득이하게 요청 드리는 것이며, 절대 본위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곳에도 활

용되지 않습니다.

11. 이름 (             )

12. 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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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별  ① 남 ② 여

14. 귀하의 최종 학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전문학사

  ② 학사학위

  ③ 석사수료

  ④ 석사학위

  ⑤ 박사수료

  ⑥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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