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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 중 전자담배 사용자의 특성: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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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igarette User among Korean Smokers: The Six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2015
Youn A Kim, Jiwon Lee, Jeonghyo Kim, Jaeyeol Kim, Young-Jin Ko, Soyeun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rean Cancer Center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lthough the electronic cigarette (e-cigarette) market is growing rapid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e-cigarettes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ult smokers with e-cigarette use.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NHAN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 questionnaire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stress perception, and depression. A frequency analysis
of reasons for using e-cigarettes was conducted of 318 subjects of the 2015 NHANS who were smokers and used e-cigarett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smokers with experience using e-cigarettes were younger and had a higher income level (odds ratio [OR], 1.45; 95%
confidence interval [CI], 1.03–2.05) than smokers without e-cigarette experience. Professional, management, and office worker groups were
associated with e-cigarette use (OR, 1.40; 95% CI, 1.10–1.77). Willingness to quit smoking was also higher in subjects with experience using
e-cigarettes (OR, 1.35; 95% CI, 1.09–1.68). The most common reason for smoking cessation in both groups was concern about their own and their
family’s health. About 50% of smokers with experience using e-cigarettes thought e-cigarettes would be more helpful for smoking cessation than
regular cigarettes.
Conclusion: Although the safety and rationale of using e-cigarettes as a smoking cessation aid are unproven, many smokers consider them a method
of smoking cess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on e-cigarettes.
Keywords: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Smoking Cessation; Cigarette Smoking

서론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우리나라 전자담배 사
용률도 증가하고 있어,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propylene glycol, glycerin, nicotine, 착향료로 구성되어

성인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추세였으나, 전자담배 평생 사용률은

1)

있으며 이를 열을 가해 용해시키는 니코틴이 포함된 연무제이다.

전년 대비 남녀 각각 6.4%, 1.3% 증가하였다.4) 전자담배는 기존의 흡

2003년 개발된 이래로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

연 담배의 대체제로서 혹은 담배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전자담배 시장은 30억 달러 규모이며, 점차

시작하여, 기존의 담배를 끊기 어렵거나, 끊기를 꺼리는 흡연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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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중화되고 있다.5-8) 또한, Soneji 등9)은 메타 분석을 통하여, 청소

자담배 평생 사용 여부(성인)’, ‘전자담배 최근 한 달간 사용 여부’가

년 및 젊은 성인에서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향후 흡연 시

포함되며 제6기 3차(2015년) 설문조사에는 ‘전자담배 사용 이유’가

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포함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년) 대상자는 22,948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금연 효과가 입증되기 이전에 전자담배는

명이었으며, 이 중 20세 이상 성인은 18,034명이었다. 이 중에서 현재

판매 초기부터 금연 보조제로 광고되어 왔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건

흡연자라고 응답한 2,333명에 대하여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적이 있

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에

는 대상자 741명과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없는 1,592명으로 나누

는 기존 담배에 비하여 그 양이 적기는 하지만, formaldehyde, acetal-

어 분석하였다.

dehyde, acrolein, toluene, nitrosonornicotine, 4-(nitrosomethyl-amino)1-(3-pyridyl)-butanone 등의 기존 담배에 포함되어 있던 독성 물질이

2. 연구 변수

포함되어 있다.10) 전자담배 사용자에서 호흡기 질환, 폐기능 저하가

전자담배 사용군과 사용한 적이 없는 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관찰되었으며,11-13) 전자담배 카트리지 표면에서 호흡기, 소화기, 피부

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 조사 자료를 이

의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

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나이를 사용하였고, 음주에 대

다.14-16) 전자담배는 연기가 없어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해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군, 월 1회 미만, 월 1회 이상 음주군으

수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자 주변 공기에서 흡연 시에

로 나누었다. 소득수준은 가구당 소득을 전체 분석 대상자의 4분위

발생하는 물질들이 검출되었다.17,18) 또한 금연 보조제로서의 효과에

로 나누었으며,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 고등학교 졸업, 대학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자담배를 사용한 군에서 금연 성공율이

교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혼 여부, 직업 군도 변수로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으나, 소규모 연구이거나,19) 대조군이 적

사용하였다.

절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20) 2016년도에 62개의 단면 연구를

향후 흡연 행태 및 금연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위하여, 현재 흡연

모아서 분석한 체계적 문헌 연구에서도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

량을 ‘10개피 이내, 10–20개피, 20개피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

21)

해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며, 금연 계획에 대한 설문(1개월 이내 금연,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전자담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

금연 이유 설문을 사용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2014년

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

도)에는 소변 니코틴 농도가 포함되어 있어, 흡연자(1,178명)에 대한

지 않다. 본 연구는 전자담배 사용하는 흡연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

니코틴 농도의 평균의 차이를 두 군에서 분석하였다.

(생활습관, 흡연 및 금연에 대한 행태, 정신건강관련 특성 등)과 전자
담배 사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변수로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
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 많이
느끼는 편, 대단히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울

방법

증 설문조사인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수면 양상에 대하여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1. 연구 대상 및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년)의 원시 자료를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4시간 이내,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2015년) 설문에는 전자담배 사용 여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국민건

부 이외에도 ‘전자담배사용이유’ 설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빈

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층화 집락 추출방식으로 추출된

도 분석을 하였다.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확인조사, 건강설문조사, 검진 조사, 영양
조사를 통해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설문조사는 조사방법

3. 분석 방법

에 따라 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건강행태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금연 관련 설문,

이 중 건강행태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전의

스트레스 인지 정도, 우울감에 대한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식,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여성건강, 기타 건강 염려, 약물복용

였다. 전자담배 사용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에 대하여, 다

등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제6기(2013–2015년) 조사항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목에서는 전자담배와 관련한 설문이 포함되었다. 조사항목에는 ‘전

대상자 중 흡연자 이면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318명에 대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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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전자담배를 사용한 군이 39세, 사용한 적 없는 군이 47.8세로

담배 사용 이유에 관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통계 처리는 통

차이가 있었다. 전자담배를 사용한 군이 소득 수준 상위 50% 해당하

계 프로그램 STATA ver. 13.0 (Stata Co.,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

는 비율이 약 65%로 전자담배 사용하지 않은 군의 비율 약 54%보다

용하였다.

높았다. 교육 수준도 전자담배 사용해본 군이 대학교 이상 졸업 51%,
사용하지 않은 군이 39%로 차이가 있었다. 양군 모두에서 미혼이거

결과

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자담배 사용군이 미
혼 비율이 더 높았다. 직업군에서도 양 군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전
체 연구 대상자 중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2014년)에 소변 코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흡연자 2,333명 중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사람은 741명, 사용해본

닌 농도 측정이 되어 있는 흡연자 1,178명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적 없는 사람은 1,592명이었다. 두 군 모두 남성이 80% 이상이었다. 연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소변 코티닌 농도도 차이가 없었
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by e-cigarette use
Variable

2.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에서 흡연 행태, 금연 관련

E-cigarette (n=2,333)
Yes (n=741)

No (n=1,592)

P-value

차이

궐련 담배 사용량을 하루 10개피 미만, 10–20개피, 20개피 이상 피

Sex
Male
Female

652 (88.0)

1,349 (84.7)

89 (12.0)

243 (15.3)

0.036

우는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
사이에 궐련 담배 흡연량에 차이가 없었다(P=0.111). 하지만, 금연 계

39.5 (0.5)

47.8 (0.4)

<0.001

17 (2.3)

61 (3.8)

0.029

Less than once/a month

123 (16.6)

310 (19.5)

vs. 69.3%, P<0.001). 금연 이유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2,333명 중 1,101

Once or more/a month

601 (81.1)

1,221(76.7)

명이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어서라는 응답이 두 군 모

Agea

획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자담배 사용 군에서 더 높았다(77.9%

Alcohol intake
None

Income
Very low

81 (10.9)

292 (18.3)

Low

172 (23.2)

437 (27.4)

Middle

263 (35.5)

471 (29.6)

High

222 (30.0)

384 (24.1)

Elementary school

32 (4.3)

233 (14.6)

Middle/high school

286 (38.6)

687 (43.2)

≥College

384 (51.8)

632 (39.7)

441 (59.5)

1,106 (69.5)

<0.001

Table 2. The difference of smoking behavior, smoking cessation plans,
smoking cessation reasons between users and non-users of e-cigarettes

Education level
<0.001

Separated

12 (1.6)

15 (0.9)

Bereaved

8 (1.1)

76 (4.8)

Divorced
Never married

25 (3.4)

115 (7.2)

255 (34.4)

280 (17.6)

<0.001

123 (17.7)

182 (11.8)

103 (14.8)

183 (11.8)

Service and sales

130 (18.7)

227 (14.7)

Agriculturist
Engineer
Labor
Not economically active state
Urine cotinine level (n=1,178)a

www.kjfp.or.kr

284 (38.3)

674 (42.3)

10–20 cigarettes per day

388 (52.4)

801 (50.3)

68 (9.2)

117 (7.3)

>20 cigarettes per day

0.111

577 (77.9)

1,103 (69.3)

<0.001

Within 1 month

170 (22.9)

361 (22.7)

<0.001

Within 6 month

130 (17.5)

221 (13.9)

More than 6 month

277 (37.4)

521 (32.7)

164 (22.1)

488 (30.7)

Yes

<0.001

Reasons for smoking cessation
(n=1,101)

19 (2.3)

93 (6.0)

357 (76.0)

508 (80.5)

130 (18.7)

343 (22.2)

For health effects
To avoid hurting people around

51 (10.9)

71 (11.3)

43 (6.2)

148 (9.6)

The high cost of cigarettes

21 (4.5)

21 (3.3)

147 (21.2)

373 (24.1)

39 (8.3)

25 (4.0)

1,340.8 (38.3)

1,289.9 (31.6)

Campaigns on promoting
quitting and warning messages
on cigarette packages

1 (0.2)

3 (0.5)

0.30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ean (standard error).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a
Age and urine cotinine were analyzed by t-test, described as mean (standard
error).
All data was analyzed by chi-square test except age.

326

<10 cigarettes per day

No

Office job

P-value

Smoking cessation plans (n=2,333)

Occupation status
Professional services and
management

Yes (n=741) No (n=1,592)

Amount of smoking

Marital status
Married

E-cigarette (n=2,333)

Questionnaire

No smoking area

0.04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error).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All data was analyzed by chi-square test except urine cot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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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높았다(Table 2).

1.40; 95% CI, 1.10–1.77) 전자담배 경험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스트
레스 인지 정도는 전자담배 사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

3.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에서 스트레스 정도,

하였다. 하지만,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전자담배 사용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알 수 있었다(P for trend=0.009).

우울감의 차이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을 때,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끼는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전자담배 사용군
에서 더 높았다(36.9% vs. 27.6%, P<0.001). 우울감, 수면 시간에 대한

Table 4. ORs and 95% CIs from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sers and non-users of e-cigarettes

분석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
관적 건강 인식에 있어서도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Table 3).

Variable

Male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금연 관련 설문, 스트레스 인지 정
도, 우울감에 대한 분석 결과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준 변수들에 대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그 결과, 낮은 연령은 전자담배 경험 위험이 더 높았다(40–49세:
odds ratio [OR], 0.54; 95% confidence interval [CI], 0.37–0.76; 50–59세:
OR, 0.38; 95% CI, 0.26–0.57; P for trend<0.001).
소득 수준이 높은 군에서 전자담배 경험과 관련성이 높았다(mid-

P-value

Sex
Female

4.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cigarette use
OR (95% CI)

Age (y)

1.0 (reference)
1.67 (1.24–2.25)
39.50 (0.50)

0.001
<0.001

<30

1.00 (reference)

30–39

0.71 (0.51–0.97)

0.032

40–49

0.54 (0.37–0.76)

<0.001

50–59

0.38 (0.26–0.57)

<0.001

≥60

0.27 (0.17–0.43)

<0.001

Alcohol intake
None

1.00 (reference)

Less than once/a month

1.13 (0.62–2.07)

0.695

Once or more/a month

1.03 (0.58–1.84)

0.898

Income

dle income group: OR, 1.47; 95% CI, 1.05–2.05; high income group: OR,

Very low

1.45; 95% CI, 1.03–2.05; P for trend=0.022). 미혼(OR, 1.34; 95% CI, 1.01–

Low

1.21(0.86–1.69)

0.268

Middle

1.47 (1.05–2.05)

0.023

1.77)과 별거(OR, 3.30; 95% CI, 1.43–7.60)도 전자담배 사용과 유의한

High

1.45 (1.03–2.05)

0.034

관련성을 보였다. 직업군 중에서는 전문가, 관리직, 사무직군이(OR,

Table 3. The difference of health related factors between users and
non-users of e-cigarettes
Questionnaire

E-cigarette (N=2,333)
Yes (n=741)

No (n=1,592)

P-value

Stress level (n=2,333)
Tremendously

<0.001

1.00 (reference)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00 (reference)

Middle/high school

1.06 (0.76–1.49)

0.726

≥College

0.87 (0.60–1.26)

0.465

Marital status
Married

1.00 (reference)

Separated

3.30 (1.43–7.60)

0.005

Bereaved

0.55 (0.25–1.19)

0.130

Divorced

0.76 (0.48–1.22)

0.259

Never married

1.34 (1.01–1.77)

0.042

Occupation status

53 (7.2)

81 (5.1)

A lot

220 (29.7)

358 (22.5)

Agriculturist, engineer, labor

1.00 (reference)

A little

391 (52.8)

913 (57.3)

1.40 (1.10–1.77)

0.006

Rarely

77 (10.4)

238 (14.9)

Professional services and management,
office job, service and sales

3.44 (0.29)

2.94 (0.15)

Not economically active state

1.51 (1.14–1.99)

0.006

Depression (PHQ-9)a

0.120

Smoking cessation plans

Sleep duration
Less than 4 h

27 (3.6)

73 (4.6)

5–6 h

315 (42.5)

613 (38.5)

7–8 h

343 (46.3)

792 (49.7)

More than 9 h

55 (7.4)

0.221

113 (7.1)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good

198 (26.7)

421 (26.4)

Moderate

381 (51.4)

848 (53.3)

Bad/too bad

126 (17.0)

284 (17.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a
PHQ-9 was analyzed by t-test, described as mean (standard error).
All data was analyzed by chi-square test except PH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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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6

Never

1.00 (reference)

Yes

1.35 (1.09–1.68)

0.006

More than 6 month

1.41 (1.11–1.80)

0.005

Within 6 month

1.38 (1.03–1.85)

0.033

Within 1 month

1.30 (0.99–1.70)

0.056

Stress level
Rarely

1.00 (reference)

A little

1.00 (0.74–1.36)

0.982

A lot

1.28 (0.92–1.79)

0.145

Tremendously

1.54 (0.97–2.44)

0.06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Reference of dependent variables is non-users of e-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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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담배 사용자에서 전자담배 사용 이유

며, 제한적이지만 요 중 코티닌 수치는 전자담배 사용 군에서 약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인 2015년도 설문에서는 전자담

높은 경향도 보였다. 본 연구는 전자담배 경험자들은 전자담배가 금

배 사용자에게 사용 이유를 묻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흡

연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는 있었으나, 전자담배 사용이 실제 흡

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자 318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18.5%의 전자

연량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담배 사용자가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

의 대상자인 한국인 흡연자의 인식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음

하였다. 41.5%의 응답자는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

을 보여주었다. 3,538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자담배 사용의

답하였다(Table 5).

유병률과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8) 대상자의 67%가 전자담배가 궐
련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고 있었으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
로 건강과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0% 이상

고찰

이었다. 전자담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흡연자에서도 향후 전자담배
본 연구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에 관한 다양한 특성을

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0%에 달하였다. 하지만, 전자담배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자담배를 경험한 흡연자는 전자

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자담배 마케팅 시

담배를 경험하지 않은 흡연자에 비하여 연령이 더 낮았고, 상위 소

에는 안전하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기

득 수준의 비율이 높았다. 미혼 혹은 별거인 경우 전자담배 사용과

존의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독성이 적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

관련성이 높았다. 직업군에서도 전문가, 관리직, 사무직의 비율이 더

만, 안전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5) 호흡기 질환과의 관련성

높았다. 금연 의지도 전자담배를 경험한 군에서 더 높았으며, 스트레

이 보고 되었으며, 무연 제제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흡연에 대한 영향

스 인지 정도가 높아질수록 전자담배 사용 위험이 증가하였다. 본

또한 존재한다.16-18)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 결과는 이전 다른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이전 전자담배

명확하지 않다. 약 2,254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자담

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담배 경험률은 비흡연자 보다 흡연자에서 높

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흡연자보다 금연 의지와 금연 시

았으며, 고령의 흡연자보다는 45세 미만 젊은 연령군에서 비율이 높

도 횟수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6) 하지만, 실제 전자담배 사용 중인

았다.22)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흡연자군

흡연자에서 1년 추적관찰하였을 때 전자담배 사용군에서 금연 시

23)

에 비하여 고소득, 경제사회적 수준, 교육 수준이 더 높았다는 기
존 연구

23,24)

도가 유의하게 많았으나, 금연 유지율에서는 전자담배 사용군과, 사
용하지 않는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18) 또 다른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

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금연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용 군과 다른 금연 보조제(니코틴 패치 등) 사용군을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다(OR, 1.35; 95% CI, 1.09–1.68). 금연 이유는 본인과 가족

다른 보조제 사용에 비하여 유의하게 금연 시도율이 증가하지는 않

의 건강이 걱정 되어서 라는 응답이 두군 모두에서 높았다. 또한, 전

았다.26,27)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 있는 흡연자는 금연 의지가 높은 군

자담배를 경험해본 흡연자들의 약 50%는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

일 수 있고, 금연의 방법으로써 전자담배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덜 해롭거나,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

보여 주었으나, 기존 연구결과에서 볼 때,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금

다. 하지만 실제 흡연량은 전자담배 사용자 군에서 더 적지 않았으

연 성공률 상승과는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
담배의 안전성, 금연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주거나 덜 해로울 것

Table 5. Reasons for e-cigarette use
Value (N=318 smokers)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자담배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

Less harmful than tobacco smoking

59 (18.6)

하다고 생각된다.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방법을 좀더 모색할 필요

Helpful for smoking cessation

132 (41.5)

Possibility for indoor smoking

12 (3.8)

가 있으며, 금연 관련 단체 및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Easy access to obtain

1 (0.3)

본 연구는 국가 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Better taste

4 (1.3)

표본 집단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다

Reasons for e-cigarette use

No smoke smell

50 (15.7)

Curiosity

55 (17.3)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이용한 단면연구로서, 인과 관계

5 (1.6)

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설문을 통한 연구

Miscellaneous
Total

31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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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중심단어: 전자담배; 담배; 금연; 흡연

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조사 항목들이 추가된 후속 자료 축적 및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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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전자담배 사용하는 흡연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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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3.30; 95% CI, 1.43–7.60), 직업군 중에서는 전문가, 관리직, 사무직
군이(OR, 1.40; 95% CI, 1.10–1.77) 전자담배 경험과 높은 관련성을 보
였다. 금연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라는 응답이
두 군 모두에서 높았다. 또한, 전자담배를 경험해본 흡연자들의 약
50%는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전자담배 사용이 금
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제 궐련 담배 흡연량
과 뇨 중 코티닌 농도는 두 군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전자담배의 안전성 및 금연 보조제로서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나, 아직도 많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생각하
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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