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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umerous smokers use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to stop or reduce
smoking. However, the role of e-cigarette use in smoking cessation remains uncertain. Thu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igarette use and smoking cessation
in Korean adults.
Methods: The data of 6,915 ever smokers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6–2018) were analyzed. The ever smokers
were categorized as “never,” “former,” and “current” e-cigarette users.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 factors, alcohol consumption, and stress perception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cigarette use and smoking cessation.
Results: Ever e-cigarette smoker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quitting smoking for 1 month or more
(odds ratio [OR]=0.30, 95% confidence interval [CI]: 0.24-0.36, P＜0.001) and smoking
cessation for 1 year or more (OR=0.20, 95% CI: 0.16-0.25, P＜0.001). For current e-cigarette
users, the ORs for smoking cessation for 1 month or more and 1 year or more were 0.14 (95%
CI: 0.10-0.22, P＜0.001) and 0.07 (95% CI: 0.04-0.12, P＜0.001),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who never used e-cigarettes. Regarding that e-cigarette was launched in 2007, we
also analyzed for ever cigarette smokers excluding former smokers who stopped smoking
since 2007.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cigarette use and cigarette cessation
sustained.
Conclusion: The usage of e-cigarettes is common among smokers. Furthermore, current
e-cigarette users displayed more attempts to quit smoking than cigarette-only smokers.
However, e-cigarette us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Further prospective
studies are required to evaluate nicotine dependence and biochemical markers linked to
e-cigaret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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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였으나(18% vs. 9.9%),(10) 2021년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에 의
하면 전문적 금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관찰연구에서는 전자

액상형 전자담배(EN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담배 사용과 금연 증가의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11) 이처럼

Systems)는 배터리에 의해 가열된 니코틴 용액을 기체로 흡입

서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하는 전자기기로서,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된 뒤 미국과 유럽을

사용하는 행동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통되었고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

최근 국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도, 전자담배

다.(1)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하였

를 사용하는 흡연자는 사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니코틴 의

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존도가 높고 금연 시도를 더 많이 하지만 근거 있는 금연 치료법

의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은 11.1%로, 만19세이상의 성인 10명

을 선택하지 않았다.(12)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에 대하

중 1명은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여 분석한 국내 연구의 수가 적으며, 특히 국내에서 전자담배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만 사용하므로 일반 궐련 담배

사용 시점과 금연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 연구가 없었다.

와 비교해 유해한 독성물질이 적다고 알려져 있고,(3) 일반 궐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 전자담배 경험 또는 현재 사용과 1개월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꿨을 때 건강위험을 낮출 수 있

이상 또는 1년 이상 유지한 금연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아직까지 근거는 부족하다.(4) 더

전자담배 및 금연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구나,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중증 폐

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질환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
가 되었다.(5)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

방

법

지지 않아서 제품마다 사용할 때에 따라 니코틴의 배출량과 질
이 달라질 수 있다. 공중 보건학적으로도 청소년의 니코틴 노출

1. 연구 대상

을 증가시켜 흡연의 입구(gateway) 역할을 하거나 금연의 기회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7기 1,2,3차년도(2016-2018)에 참여

를 줄여서 금연 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6) 액상형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19,389명 중, 흡연 및 전자담배사용 관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초기부터

련 항목 무응답자를 제외한 18,3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금연 보조제로 광고되어 왔으며, 실제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에서 평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흡연 경험자 6,915명을

조사에서 금연이 전자담배 사용의 주된 동기라고 보고하였

최종 대상자로 하여, 전자담배사용과 금연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다.(6) 국내 조사에서도 전자담배의 흔한 사용 이유가 흡연량을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통적 추출법을 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7) 일반인은 의료인에 비해 전자담배의

용하여 수행하는 전국단위의 표본조사로,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

금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8)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3차

현재까지 전자담배와 금연의 관계에 대하여는 각국에서 금연
정책에서 전자담배를 채택하는 것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영

년도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2018-01-03-P-A).

국 정부는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에게 일반 담배를 액상형 전자
담배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9) 세계보건기구

2.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 및 금연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 질병통제예방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과거에는 피웠으나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현재 피우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은 ‘과거흡연자(former

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지 않

smoker)’로,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이라 응답한 사람은

는다. 이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아직

‘현재흡연자(current smoker)’로 정의하였다. 설문을 통해 흡

까지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연경험자에서의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과거흡연자인 경

2019년 발표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행동요법을 포함하

우 흡연기간 정보가 수집되었다. 흡연경험자의 흡연량을 나타내

여 전문적 금연 서비스를 꾸준히 받는 환경에서 액상형 전자담

는 ‘갑년(pack-year)’은 흡연의 양과 기간을 모두 고려한 측정

배가 니코틴 대체요법보다 1년 금연 성공률이 더 높은 결과를 보

도구로서, 하루 흡연량과 연 단위의 총 흡연 기간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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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설문 및 본 연구에서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균 가구 소득을 표본인구의 소득사분위 기준금액에 따라 ‘하, 중

정의하였다. ‘평생 전자담배 경험(ever e-cigarette use)’은 “지

하, 중상, 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금까지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로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응답한 경우로, ‘전자담배 현재 사용(current e-cigarette use)’

음주에 관한 요인은 고위험 음주 여부로 범주화 하였으며, ‘고

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위험 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7잔 이상, 여성의

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설문에서 ‘금연’ 용어는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일반담배를 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18년도 조사에서 궐련

정신건강에 대한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변수로 포함

형 전자담배 사용자를 조사하였으나 이는 배제하였다. 설문에서

하였으며,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

일반담배를 끊은 과거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금연 기간에 대

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

하여 조사하였다. 과거 금연 기간이 1달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높은 스트레스 인지’로, “조금 느끼는

를 ‘과거 1달 금연(past-month smoking cessation)’, 1년 이

편이다” 또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낮은 스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과거 1년 금연(past-year smoking

트레스 인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essation)’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1년간 금연 시도(attempt
for smoking cessation during last 1yr)는 “최근 1년 동안 담
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다.

4.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국민
건강영양조사 분석 지침에 따라 원시자료의 복합표본 설계특성
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평생흡연경험자를 전자담배 사용 실태

3. 기타 연구 변수
전자담배의 사용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

에 따라 나누었으며,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전자담배 과거 사용

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자, 전자담배 비사용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요인, 음주,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에 포함된 변수는 모두 범주형 변수로서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

인구사회학적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거주지, 소득, 교육수준,

하였다.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생

결혼여부, 직업유무를 포함하였다. 나이는 19-29세, 30-39세,

전자담배 경험 및 현재 사용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과거 1달 금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거주지역은

연 또는 과거 1년 금연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동’을 도시로, ‘읍/면’을 지방으로 정의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

실시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나이, 성별 등 기본

Figure 1. Prevalence of ever and current e-cigarette use by cigarette smok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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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교육수준, 갑년 등 전자담배 사용과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변수를 모두 보정하여 교차비
(Odds Ratio)를 구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가설검정을 위한 통
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1. 전자담배사용 현황
만 19세 이상의 성인 18,310명 중에서 평생 전자담배 경험률
은 9.5% (95% CI=8.9-10.1),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2.6%
(95% CI=2.3-3.0)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생 전자담배 경
험률은 비흡연자에서 0.4% (95% CI=0.2-0.9), 과거 흡연자에
서 8.5% (95% CI=7.2-9.9), 현재 흡연자에서 36.3% (9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ver cigarette smokers according to e-cigarette use.

Sex
Male
Female
Age (years)
19-29
30-39
40-49
50-59
≥60
Household income
Lowest
Medium low
Medium high
Highest
Education (years)
≤6
7-9
10-12
≥13
Region
Urban
Rural
Marital status
Not married
Married
Occupation
Yes
No
High risk drinking
Yes
No
High stress perception
Yes
No

Never e-cigarette users
(N=5589)

Former e-cigarette users
(N=964)

Current e-cigarette users
(N=362)

4,776 (86.8)
813 (13.2)

821 (87.3)
143 (12.7)

315 (88.6)
47 (11.4)

307 (8.9)
720 (15.5)
1053 (22.6)
1206 (25.1)
2303 (28.0)

248 (31.9)
292 (30.7)
214 (21.9)
113 (10.0)
97 (5.5)

85 (30.2)
120 (30.4)
93 (25.7)
43 (10.3)
21 (3.4)

1155 (16.4)
1397 (23.8)
1500 (29.4)
1516 (30.4)

106 (8.6)
254 (26.7)
306 (34.0)
297 (30.7)

30 (7.4)
81 (21.3)
120 (34.2)
131 (37.2)

985 (12.8)
684 (11.5)
1764 (35.3)
1873 (40.4)

52 (3.5)
69 (5.8)
404 (46.8)
399 (43.9)

11 (1.7)
16 (5.0)
141 (43.3)
181 (50.0)

4454 (83.5)
1135 (16.5)

808 (85.7)
156 (14.3)

310 (87.9)
52 (12.1)

669 (16.7)
4920 (83.3)

344 (41.4)
620 (58.6)

121 (40.6)
241 (59.4)

3590 (73.1)
1712 (26.9)

724 (79.4)
197 (20.6)

286 (84.5)
59 (15.5)

1210 (24.0)
4378 (76.0)

288 (30.8)
676 (69.2)

110 (29.9)
252 (70.1)

0.573

＜0.001

＜0.001

＜0.001

0.090

＜0.001

＜0.001

＜0.001

＜0.001
1429 (27.6)
4157 (72.4)

Data are described as number (weighted percentage).
*P-value is based on chi-square analysis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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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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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34.1-38.6)였으며,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비흡연자에서

자담배 경험자의 73.6% (95% CI=66.5-79.6), 전자담배 현재

0.2% (95% CI=0.0-0.6), 과거 흡연자에서 1.9% (95% CI=

사용자의 현재 흡연율은 91.5% (95% CI=80.6-96.6)로, 남녀

1.4-2.7), 현재 흡연자에서 10.7% (95% CI=9.3-12.2)였다(그

모두에서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대부분이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

림 1A). 여성에서 평생 전자담배 경험률은 비흡연자에서 0.1%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CI=0.1-0.2), 과거 흡연자에서 12.5% (95% CI=9.3-16.6),
현재 흡연자에서 29.0% (95% CI=24.8-33.6) 였으며, 전자담

2. 평생 흡연경험자의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배 현재 사용률은 비흡연자에서 0.0% (95% CI=0.0-0.1), 과거

본 연구에 포함된 19세 이상의 평생 흡연경험자는 총 6,915

흡연자에서 1.1% (95% CI=0.4-2.6), 현재 흡연자에서 9.2%

명이며, 이들을 전자담배 ‘비사용’ (5589명), ‘과거사용’ (964명),

(95% CI=6.7-12.5)로, 현재 흡연자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많았

‘현재사용’ (362명) 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

다(그림 1B).

였다(표 1). 전자담배 ‘비사용’, ‘과거사용’, ‘현재사용’ 군에서 남

한편, 평생 전자담배 경험자 중에서 현재 흡연율은 80.6%

성의 비율이 각각 86.8%, 87.3%, 88.6%로, 세 군에서 성별 분포

(95% CI=78.1-82.9),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는 경우 현재 흡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전자담배 ‘비사용군’보다 ‘과거사

연율이 86.7% (95% CI=82.0-30.3)로 전자담배 사용자 대부분

용’ 및 ‘현재사용’ 군에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는데, 전자

이 흡연자였다. 남성에서 평생 전자담배 경험자의 현재 흡연율

담배 ‘비사용’, ‘과거사용’, ‘현재사용’군에서 19-29세의 경우 각

은 82.3% (95% CI=79.7-84.7),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의 현재

각 8.9%, 31.9% 30.2%의 분포를 보였으며, 60세 이상은 각각

흡연율은 85.4% (95% CI=80.2-89.4)였고, 여성에서 평생 전

28.0% 5.5%, 3.4%의 분포를 보였다. 소득 4분위의 분포도 유의

Table 2. Smoking behavior according to e-cigarette use among ever cigarette smokers.
Never e-cigarette users
(N=5589)
Smoking status
Former smokers
3314 (55.7)
Current smokers
2275 (44.3)
Duration of cessation ≥1 year
Yes (N=3227)
3110 (51.9)
No (N=3638)
2479 (48.1)
Duration of cessation ≥1 month
Yes (N=3561)
3302 (55.4)
No (N=3354)
2287 (44.6)
Attempt for cessation during last 1year among current smokers
Yes
1241 (54.1)
No
1034 (45.9)
Smoking initiation age
＜14
252 (4.9)
15-19
2545 (48.8)
20-29
2397 (41.6)
≥30
387 (4.8)
Packyear (PY)
＜10
2373 (44.2)
10-19
1201 (21.4)
20-29
725 (12.2)
≥30
1282 (22.2)

Former e-cigarette users
(N=964)

Current e-cigarette users
(N=362)

215 (20.4)
749 (79.6)

50 (13.3)
312 (86.7)

146 (13.9)
818 (86.1)

21 (5.3)
341 (94.7)

＜0.001

214 (20.3)
750 (79.7)

45 (11.7)
317 (88.3)

＜0.001

446 (59.2)
303 (40.8)

184 (60.8)
128 (39.2)

0.024

73 (8.0)
571 (61.6)
298 (29.3)
22 (1.1)

25 (5.8)
228 (66.1)
106 (27.8)
3 (0.4)

＜0.001

319 (32.6)
197 (22.8)
160 (16.9)
288 (27.6)

107 (30.4)
95 (28.5)
60 (16.5)
99 (24.6)

＜0.001

P-value*
＜0.001

Data are described as number (weighted percentage).
*P-value is based on chi-square analysis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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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자담배 ‘비사용’ 군에 비하여 ‘과거사용’,

4. 전자담배의 사용과 금연의 연관성

‘현재사용’군에서 소득 ‘하’의 비율이 낮고, ‘상’의 비율이 높았다.

전자담배의 사용과 과거 금연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

교육수준의 경우 전자담배 ‘비사용’ 군에 비해 ‘과거사용’, ‘현재

자담배 사용을 독립변수로, 과거 1달 금연 및 과거 1년 금연을 종

사용’군에서 교육수준이 더 높았고, 미혼자 비율이 높았으며, 직

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표 1’에서

업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전자담배 ‘비사용’군보다 ‘과

기본적인 인구학적 요소인 성별과 나이를 비롯하여 세 군간 유

거사용’, ‘현재사용’군에서 ‘고위험 음주’와 ‘높은 스트레스 인지’

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소득, 교육수준, 결혼, 직업, 과도한 음주,

의 비율이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와 성별을 함께 보정하였다. 그 결과, 전자담배 사
용과 과거 금연의 연관성은 여러 혼란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3). 평생 전자담배 경험(ever tried

3. 평생 흡연경험자의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흡연 행동
평생 흡연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비사용’, ‘과거사

e-cigarettes)은, 비사용(never tried e-cigarettes)에 비하여

용’, ‘현재사용’ 군에서 흡연 현황과 행동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1달 이상 금연에 대한 교차비가 혼란 변수 보정 후 0.30 (95%

(표 2). 현재 흡연율은 세 군에서 각각 44.3%, 79.6%, 86.7%로

CI: 0.24-0.36)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금연에 대한 교차비는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 시

0.20 (95% CI: 0.16-0.25)였다. 평생 전자담배 경험을 과거 사

작 연령은 20세 미만에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세 군에서 각각

용(formerly used e-cigarettes) 및 현재 사용(currently use

53.7%, 69.6%, 71.9%였으며,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대

e-cigarettes)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전자담배 비사용자

상자는 각각 34.4%, 44.5%, 41.1%로, 전자담배 ‘비사용’군에 비

와 비교해서 전자담배 과거 사용한 경우 1달 금연의 가능성이

해 ‘과거사용’과 ‘현재사용’군에서 이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였

0.38배로 (95% CI: 0.30-0.48) 낮았고, 1년 이상 금연 가능성은

으며, 현재까지 총 흡연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0.26배로 (95% CI: 0.20-0.34) 낮았다. 전자담배 비사용자와

‘비사용’군보다 ‘과거사용’, ‘현재사용’군에서 최근 1년간 금연 시

비교해서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는 1달 금연의 가능성은 0.14배

도 여부가 더 많았으며(각각 54.1%, 59.2%, 60.8%), 1년 이상

(95% CI: 0.10-0.22), 1년 이상 금연은 0.07배(95% CI:

금연 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각각 51.9%, 13.9%, 5.3%).

0.04-0.12)로 낮았다. 전자담배의 현재 사용군은 전자담배를

Table 3. Odds ratio for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by e-cigarette use among ever cigarette smokers.
Smoking cessation ≥1 month

Never tried e-cigarettes
Ever tried e-cigarettes
Formerly used e-cigarettes
Currently use e-cigarettes
Do not currently use e-cigarettes
Currently use e-cigarettes

Smoking cessation ≥1 year

Crude OR

Adjusted OR*

Crude OR

Adjusted OR*

1.00
0.18 (0.15-0.21)
0.20 (0.17-0.25)
0.11 (0.07-0.16)
1.00
0.14 (0.10-0.20)

1.00
0.30 (0.24-0.36)
0.38 (0.30-0.48)
0.14 (0.10-0.22)
1.00
0.17 (0.11-0.27)

1.00
0.12 (0.10-0.15)
0.15 (0.12-0.18)
0.05 (0.03-0.08)
1.00
0.07 (0.04-0.11)

1.00
0.20 (0.16-0.25)
0.26 (0.20-0.34)
0.07 (0.04-0.12)
1.00
0.09 (0.05-0.16)

1.00
0.28 (0.23-0.34)
0.34 (0.28-0.43)
0.13 (0.08-0.20)
1.00
0.15 (0.10-0.25)

1.00
0.38 (0.29-0.49)
0.51 (0.38-0.68)
0.14 (0.08-0.24)
1.00
0.16 (0.09-0.27)

Excluding former smokers who stopped smoking since 2007 or before† (N=4930)
Never tried e-cigarettes
Ever tried e-cigarettes
Formerly used e-cigarettes
Currently use e-cigarettes
Do not currently use e-cigarettes
Currently use e-cigarettes

1.00
0.38 (0.32-0.46)
0.44 (0.36-0.54)
0.24 (0.16-0.35)
1.00
0.28 (0.20-0.41)

1.00
0.56 (0.44-0.73)
0.74 (0.55-0.99)
0.26 (0.17-0.41)
1.00
0.49 (0.37-0.65)

Data are presented with 95%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Multivariate odds ratios were adjusted by sex, age, income,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high risk drinking, high stress perception and pack-year.
†
Former smokers who stopped smoking since 2007 or before were excluded because e-cigarette was launched in 2007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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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지 않는 군(do not currently use e-cigarettes)과

작위 대조군 연구만을 분석한 코크란 체계적 고찰에서 금연 치

비교했을 때, 1달 이상 금연 가능성은 0.17배(95% CI: 0.11-0.27),

료를 받지 않거나 니코틴 대체요법과 비교하면 니코틴을 함유한

1년 이상 금연은 0.09배(95% CI: 0.05-0.16)로 낮았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금연율이 높았다.(15) 다른 메타분석도 9

과거 흡연자 중 전자담배가 도입되기 전부터 금연을 하고 있

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

었던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되어, 전자담배의 금연과의 연관성에

였을 때 기존 치료에 비해 금연에 효과적이었다(RR 1.555; 95%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전자

CI=1.173-2.061). 그러나, 55개 관찰 연구의 분석 결과는 모든

담배가 국내에 도입된 시기인 2007년 또는 그 이전부터 금연을

흡연자 또는 금연 의지를 가진 흡연자에서도 전자담배 사용과

유지해오고 있던 과거 흡연자를 제외한 나머지 4,930명을 대상

금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11) 아직 액상형

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여전히 전자담배의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전자담

사용은 금연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배의 금연효과는 주로 전문가의 처방 하에 상담 및 행동 요법과

적이 없는 군에 비해 평생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경우 1달 이상

병행하여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에만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연은 0.56배(95%CI: 0.44-0.73), 1년 이상 금연은 0.38배

이는 니코틴 대체제에서도 유사하였는데, 상담과 함께 병행해서

(0.95% CI: 0.29-0.49)로 낮았다. 전자담배의 현재 사용자는 1달

처방되었을 때 보였던 금연 효과가 약국 구매로 자율적으로 사

이상 금연은 0.49배(95% CI: 0.37-0.65), 1년 이상 금연은

용했을 때 흡연율 감소 효과가 사라진 선행연구가 있었다.(16-18)

0.16배(95% CI: 0.09-0.27)로 더 낮은 교차비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전문가의 관리하에 사용되는 것
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액상형 전자

고

찰

담배의 금연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자담배 현재 사용군에서 금연시도가 많았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담

지만, 실제 금연률이 더 낮았다. 실제로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배 사용과 금연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전자담배 사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한다. 미국에서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

용과 금연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자담배 경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FDA (Food and Drug Administra-

은 금연 가능성을 낮추었고, 전자담배 현재 사용과 금연의 연관

tion)에 의해 승인된 금연 방법보다 전자담배를 사용한 빈도가

성은 더욱 낮았다. 남녀 모두 비흡연자나 과거 흡연자에 비해 현

더욱 높았다.(19) 국내 연구 결과도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한 군

재 흡연자에서 평생 전자담배의 경험률과 현재 사용률이 현저히

에서 일반담배만 사용하는 군에 비해 지난 1년간 금연시도가

높았다.

1.6배 더 많았다(OR 1.6, 95% CI: 1.11-23.01).(12) 하지만, 많

본 연구 결과는 흡연경험자에서 전자담배 사용 경험 또는 현
재 사용이 금연에 부정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연구이다.

은 관찰 연구결과 전자담배의 사용은 낮은 금연율과 연관성을
보였다.(20-23)

기존에 발표된 전자담배와 금연과의 상관성에 대한 몇 개의 메

본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금연 가능성을 감소시켰고, 과

타분석 결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6년에 발표한

거에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보다 현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금

메타분석 결과 2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18개의 관찰연구에

연 가능성이 더 낮았다.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들은

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금연할

이중사용자로서 이들은 일반 궐련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에 비

확률이 28% 낮았고(odds ratio [OR] 0.72, 95% CI 0.57-0.91),

해 금연 성공률도 낮았고, 이중사용자의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

특히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금연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만 금연 확

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24,25) 미국에서 60,000명을 대상

률이 유의하게 낮았다.(13) 2017년 메타분석에서 2개의 무작위

으로 시행한 단면연구에서, 이중사용자군에서 일반 궐련담배만

대조군 연구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하지

사용하는 군보다 하루 흡연량이 많았으며(17.3 vs 15.8), 기상

않은 경우보다 6-12개월 금연 성공률을 높았지만(risk ratio

후 아침 첫 담배까지의 시간이 짧았고(21.4분 vs 25.9분), 금단,

[RR] 2.03, 95% CI 0.94-4.38; P=0.07)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갈망 증상을 더욱 많이 보고하였다.(26) 2018년 젊은 인구를 대

질이 모두 낮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14)

상으로 시행한 단면연구에서,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담배의 이중

2021년 2편의 체계적 고찰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줬는데, 무

사용군이 일반 궐련담배 단독사용군에 비하여 파거스트롬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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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의존척도(Fagerströ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가

든 담배제품 사용을 중단한 완벽한 의미의 금연은 아니다. 보건

2배 높았다(3.2±2.2 vs 1.6±1.6, P=0.002).(27) 이에 전자담

학적으로는 담배 제품을 완전히 중단한 금연의 달성이 중요하다

배 사용하는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이 더 높기 때문에 금연이 어

고 볼 수 있기에 향후 전자담배를 끊는 것까지 포함한 의미의 ‘금

려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설계 단계에

연’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파거스트롬 니코틴 의존척도’ 또는 니코틴 의존도를 간접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3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대

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침 기상 후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 등의

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변수를 보정하고자 하였으나 7기 자료에 해당 설문항목이 없었

전체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내

다. 이에 흡연양과 기간을 고려한 ‘pack year’를 보정변수로 포

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와 금연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

함하여 교차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보정하고도 전자담배 사용은

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니코틴 의존도 및 흡연의 생화학적 지

금연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이중사용자인 경우 처음 전자담배를

표를 포함하여 분석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하는 의도가 금연이라 하더라도 니코틴 의존도를 높일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흡연 경험자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군은 사용하지 않는 군에 비해

연구배경: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의 비율이 더 높고, 소득 및 교육수준 ‘상’

속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결

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자담배를 사용자가 전자담배

과가 혼재되어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젊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흡연자에 비해 금연 시도가 많으며 니코

다는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8-30) 또한 전자담배

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국내에서 전자담배 사

를 사용자들의 과도한 음주가 많았고,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

용과 금연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

는데, 기존 연구에서도 전자담배 사용과 폭음 빈도의 연관성을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담배 사용 여부와 금

보여주었고,(31) 이중사용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연관

연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어서,(32)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방법: 제7기 1,2,3차년도(2016-2018)에서 6,915명의 평생 흡

보여주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은 모두 금연의 가능성을 낮추는

연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들을 전자담배 ‘비사용’

주요 요인들인데, 이들 요인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전자담배 사

(5589명), ‘과거사용’ (964명), ‘현재사용’ (362명) 군으로 나누

용한 경우 금연 가능성이 낮았다.

어 살펴보았다. 각 집단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과도한 음주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단면 연구로서, 전자담배

여부,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이 중 전자담배 사용

사용과 금연 간의 선후관계나 인과 관계를 알기 어렵다. 또한 설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보정하여 전자담배 평생 사용 및

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보고 바이어스

현재 사용과 1달 이상 또는 1년 이상 금연과의 연관성을 분석하

(reporting bias) 또는 회상 바이어스(recall bias)에 영향을 받

였다. 통계분석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았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최근 도입된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

SPSS ver. 25.0 (IBM Corp.)을 사용하였다.

배, 찐담배) 사용여부 또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해

결과: 평생 흡연 경험자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

당 항목은 2018년부터 조사되었고 별도 항목으로 조사가 되었

를 나타냈던 요인을 보정하여 과거 1달 및 1년 금연에 대한 교차

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궐

비를 분석하였을 때, 평생 전자담배 경험은 비사용에 비해 1달

련형 전자담배의 금연에 대한 영향은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점

이상 금연에 대한 교차비가 0.30 (95% CI: 0.24-0.36, P＜0.001),

이 있다. 일반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

1년 이상 금연에 대한 교차비가 0.20 (95% CI: 0.16-0.25,

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이 많지만

P＜0.001)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담배 현재 사용은, 비사용을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금연’

기준으로 1달 이상 금연에 대한 교차비가 0.14 (95% CI:

은 일반담배만을 끊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일반담배를 끊고 전

0.10-0.22, P＜0.001), 1년 이상 금연에 대한 교차비가 0.07

자담배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 또한 금연으로 분류하였는데, 모

(95% CI: 0.04-0.12, P＜0.001)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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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2007년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2007년 이
전부터 금연을 유지해오고 있던 과거 흡연자를 제외한 모집단을

13.

대상으로 위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전히
전자담배와 금연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4.

결론: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만, 전자담배의 사용은 낮은 금연율과 연관이 있다. 향후 전자담
배 사용자에서 니코틴 의존도 및 흡연의 생화학적 지표를 포함

15.

하여 분석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전자담배; 금연;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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