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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신종 담배와 담배규제정책
이언숙(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대한금연학회 간행이사)

2017년 국내에 도입된 가열 담배 일명 궐련형 전자담배에

다. 국내 연구를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 1개와 경고그림 노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담배를 연소시키지 않고 찌

출 전ㆍ후 흡연 지식 및 태도를 비교한 원저 1개이다. 체계적

는 방식으로 위해물질을 줄이고 연소 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

문헌 고찰 결과 담배 경고그림 결과 흡연율을 낮춘다고 보고

어 국내 흡연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흡연이 사회적 비정상

하였으나 저자가 제한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문헌

화로 주변 사람들의 압력을 느끼는 흡연자 중 일부가 금연

의 질이 낮고, 단면연구여서 향후 질 높은 연구의 필요성을

대신 가열 담배로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강조했다. 다른 한 편의 원저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의 노출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독성물질이 낮거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나 건강 위해성을 낮출 거라는 기대가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

주었다. 본 조사에 사용한 담배 경고그림은 2016년도 12월

있다. 또한 많은 흡연자가 전자담배와 이름을 혼동하여 금연

에 도입한 경고그림으로 올 해 새로운 경고 그림으로 교체될

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올해 대한

예정으로, 새로운 경고그림은 초기 도입된 경고 그림에 비해

금연학회는 가열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입장문을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경고

밝혔고 본 학회지에 특별 기고에서 입장문의 근거를 들어 설

그림의 장ㆍ단기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명하고 있다.

되길 기대해 본다.

“Heat-not-burn 담배 (가열담배)에 대한 대한금연학회

마지막으로 “과거 흡연자에서 흡연 기간과 대사증후군 간

입장문” 1)에서 궐련형 담배라는 용어의 문제, 직접적 및 간

의 관련성”은 대한 금연학회지가 흡연과 관련한 다양한 이

접적 피해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규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슈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연 이후 20년까지 금연으

그리고 이를 반영한 대국민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가

로 인한 대사 증후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열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대한금연학회의 신중한 입장을 볼

로, 단면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금연 이후 대사성 질환 등에

수 있으며 관련 연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으므로 추후 연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금연에 대한 다양

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한 이슈를 다룬 투고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본 호에 2개의 담배 경고그림에 관련된 연구가 게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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