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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lthough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the use of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in Korea, its accuracy has not been verified.
Methods: In total, 121 participants who used any type of tobacco [conventional cigarette (CC),
electronic cigarettes (EC), and/or HTP] and completed an online survey in June 2019 were
recruited. They were interviewed and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combination.
Results: Discordance between self-reported and interviewer-rated tobacco use patterns was
39.7% (48/121). Between these, large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prevalence of HTP
alone (0% vs. 24.8%), triple use (18.2% vs. 4.1%), and dual use of CC/HTP (22.3% vs. 14.0),
but relatively smal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prevalence of CC alone (41.3% vs.
42.1%), EC alone (7.4% vs. 9.1%), and dual use of CC/EC (10.7% vs. 5.8%).
Conclusion: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between self-reported and interviewer-related
tobacco use patterns, especially among those who currently used HTP regardless of CC or EC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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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담배를 기존 궐련(conventional cigarette)에 비해 낮은 온도
(섭씨 350도 미만)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신종담배로,

궐련형 전자담배(HTP: heated tobacco product)는 전용

106

2017년 6월 국내에서 처음 시판되었다.(1,2) 2014년 말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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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음 시판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3) 국내에서는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직접 인터뷰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판 후 1년 만에 전체 담배 판매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더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을 반영하

큰 인기를 끌고 있다.(4) 이 새로운 신종담배는 국내에서 법적으

여, 일반담배(현재 사용 여부, 흡연량), 액상형 전자담배(경험 여

로 궐련형 전자담배로 명명되었고, 전자담배(electronic ciga-

부, 현재 사용여부, 빈도), 궐련형 전자담배(경험 여부, 현재 사용

rette)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담배회사 측에서 타르가 없

여부, 사용량) 순으로 구성되었다.(12)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어 건강에 덜 해롭다는 홍보를 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새로운

최근 1달 이내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를 현재 사용자로 정의하였

담배를 시도하고 그 중 일부는 완전히 전환하기도 한다.

으며,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사용자에 대해

2017년 6월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사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았다.

에서 아이코스를 시판한 이후, BAT (British American
Tobacco) 사에서는 Glo를, KT&G에서는 Lil을 시판하였으
며,(5)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긴 용어대신 ‘전자담배’라고 줄여 부
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두 가지 용어를 혼
동하여 보도함으로써, 용어 상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6,7) 이
에 따라 대한금연학회는 2018년 1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용어
대신, ‘가열담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줄일 것을 권고하
였다.(8)
2018년 영국에서 발표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 조사에 의
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순서를 바꿔서 질
문했을 때 각 담배의 사용률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9) 예전
보다 다양해진 담배 제품의 사용률을 파악하는 설문의 정확도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가 많지 않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반영된 것을 시작
으로,(10,11)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도 설문이 반영되었
고, 정책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 설문은 기존 문헌 리뷰 및
전문가 자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일반 담배는 기존 흡연 설문
과 동일하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명칭으로
설문은 진행되고, 두 가지 신종담배는 각각 경험 여부와 최근 사
용 빈도와 양을 기입하는 형태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
문이, 실제 사용 형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으로 확인
한 담배 사용 현황과, 인터뷰를 통해 실제 사용중인 담배 제품을
직접 확인한 현황을 비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담배 사용 설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방

법

2019년 6월 일개 검진기관을 방문한 검진 수진자 중, 사전 온
라인 설문을 작성하고 3가지 담배 제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1).
Age (yr)
Sex
Male
Female
Duration of education (year)
＜12
12-15
16
＞16
No response
Marriage
Unmarried
Married
Divorced
Bereaved
No response
Income (10,000 KRW)
300-500
500-800
800-1,000
1,000-1,500
1,500-2,000
＞2,000
No response
Smoking status
Former
Current
EC use
Never
Former
Current
HTP use
Never
Former
Current

47.3±9.7
120 (99.2%)
1 (0.8%)
1 (0.8%)
12 (9.9%)
66 (54.6%)
40 (33.1%)
1 (0.8%)
16 (13.2%)
98 (81.0%)
4 (3.3%)
1 (0.8%)
2 (1.7%)
4 (3.3%)
14 (11.6%)
19 (15.7%)
31 (25.6%)
10 (8.3%)
22 (18.2%)
21 (17.4%)
9 (7.4%)
112 (92.6%)
68 (56.2)
12 (9.9)
41 (33.9)
36 (29.8%)
37 (30.6%)
48 (39.7%)

Data were described as mean (± s.d) or numbers (%).
Abbreviations: EC, electronic cigarette; HTP, heated tobacco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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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진을 검진 시작 전에 확인하여 대상자를 연구원이
직접 인터뷰하였으며, 이때 각 담배 제품 리스트를 묻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하고 있는 장치와 액상, 전

(108/121), 월수입 800만원 이상이 67.8% (82/121)로 조사
되었다.
담배 종류별 사용 경험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현
재 일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6% (112/121),

용 기구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담배 제품 사용자의 분류는 현재 사용하는 3가지 담배 제품의

일반담배를 끊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 (9/121)였다. 액상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7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단일 사용

형 전자담배를 경험한 비율은 43.8% (53/121)이고 16명이 응

군(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이중 사용군

답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9%

(일반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일반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

(41/121)였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경험한 비율은 70.2%

형+궐련형 전자담배), 삼중 사용군(일반담배+액상형+궐련형

(85/1212)였고 무응답자는 1명이었으며, 현재 궐련형 전자담

전자담배)

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 (48/121)였다. 궐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만 나이), 교육수준(중졸
미만, 중졸/고재 및 중퇴. 고졸/대재 및 중퇴, 대학원 이상, 응답

련형 전자담배의 경험자와 현재 사용자의 비율은 액상형 전자담
배보다 높았다.

거부), 결혼 여부(미혼, 기혼, 이혼, 별거, 사별, 응답 거부), 가정

7가지 세부 유형별로 자가보고 설문의 결과와 인터뷰를 통해

수입(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500-800만원, 800-1,000

확인한 결과, 39.7% (48/121)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2, 3).

만원,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만원 이상,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군에서 불일치 정도가 두드러졌는

응답 거부)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데, 비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군은 궐련형 전자담배 단

온라인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담배 사용 현황을 비교

독 사용군이었다. 사전 설문에선 해당 응답자가 없었으나 인터

하여 기술하였으며, 분석은 STATA version 14.2를 활용하였

뷰를 통해 확인한 숫자는 30명이었다(0% vs 24.8%). 30명 중

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용역과제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16명은 사전 설문에서 ‘일반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이중 사용

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자였고, 16명 중 13명은 사전 설문에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

No. H-1904-024-1024).

담배의 흡연량을 동일하게 기입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사
용자로 확인된 30명 중, 설문에서 삼중 사용자로 처음에 응답한

결

군도 10명이었다. 이에 따라 삼중 사용자가 사전 설문에서 22명

과

으로 파악되었으나, 인터뷰로 확인한 결과 5명으로 줄었고
총 121명이 응답하였고(남성이 120명, 여성 1명), 평균 연령

(18.2% vs 4.1%)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

은 47.3 (±9.7)세, 기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1.0% (98/121)

는 군은 사전 설문에서 27명이었던 것이 확인 결과 17명으로 감

로 조사되었다(표 1). 사회경제적 수준은, 대졸 이상이 89.3%

소했다.(22.3% vs 14.0%) 일반담배 단독(41.3% vs 42.1%), 액

Table 2. Comparison of self-reported (before)and interviewed (after) pattern of tobacco use (n=121).
Before (by self-report)
CC only
EC only
HTP only
CC+EC
CC+HTP
EC+HTP
Triple
Total

After (by interview)
CC only

EC only

HTP only

CC+EC

CC+HTP

EC+HTP

Triple

Total

47
1
0
2
1
0
0
51

0
5
0
4
0
0
2
11

1
2
0
1
16
0
10
30

0
1
0
6
0
0
0
7

2
0
0
0
10
0
5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50
9
0
13
27
0
22
121

Abbreviations: CC, conventional cigarette; EC, electronic cigarette; HTP, heated tobacco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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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valence (%) of tobacco use pattern among any tobacco product users (n=121), compared with previous Korean studies (12, 15).
Study result (n=121)
Self-report
CC only
EC only
HTP only
CC+HTP
CC+EC
EC+HTP
Triple
Total

41.3
7.4
0.0
22.3
10.7
0.0
18.2
100.0

Published result
Interview
42.1
9.1
24.8
14.0
5.8
0.0
4.1
100.0

Nov 18* (n=1,013)

Feb 19* (n=360)

53.4
4.3
2.7
19.3
1.4
7.0
11.8
100.0

70
3.6
11.7
9.2
3.9
0.6
1.1
100

Abbreviations: CC, conventional cigarette; EC, electronic cigarette; HTP, heated tobacco product.
*Numbers for male.

상형 전자담배 단독(7.4% vs 9.1%), ‘일반담배+액상형 전자담

2018년 11월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행된 용역조사에선, 성인 남

배’ 이중 사용(10.7% vs 5.8%) 군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1.9%, ‘일반담배+궐련

적었다.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이중 사용자는 사전 설문과

형 전자담배’ 이중 사용자는 5.5%, 삼중 사용자가 5.2%로 조사

인터뷰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되었다.(12) 현재 3가지 제품 중 한가지 이상을 사용중인 사람들
만을 대상으로 그 비율을 이번 연구와 비교해보면(Table 3), 자

고

찰

가 보고의 경우 2018년 11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
배의 경우 단독사용자에 비해 이중 또는 삼중 사용자가 많은 것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담배(궐련형 및 액상형 전

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혼동하는

자담배)를 추가한 설문지로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인터뷰

오류는 영국 연구 및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를 통해 실제 확인된 결과와 약 40%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 담배,

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사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다고 응

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존 설문 방식에서 여전히 일반 담배를

답한 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 후 확인하였으며, 궐련

현재 피우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전 설문에서

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차이가 큰 것으로 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이중 또는 삼중 사용자

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군은 물론, 일반담배와 함께

였으나(49/49), 확인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57%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 및 세 가지 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삼중 사

(30/52)가 단독 사용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 11월 조사

용자 군에서도 차이는 현저하였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가 11.7%라는 결과와 큰 차이

의 사용량이 동일한 경우엔, 확인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

를 보인다.(14) 이중 사용자에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용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

흡연량이 동일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 결과를 보면,

형 전자담배를 혼동하여 설문에 기입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기존 설문과 마찬가지로 관

국내에서 필립 모리스 사에서 아이코스(IQOS)를 2017년 6

성적으로 응답하면서 일반담배에도 응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월 출시한 지 1년만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전체 담배의

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설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10%를 차지하였고, 이후 11-12%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4)

일반담배에 대한 설문에서 먼저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19년 5월에, CSV (closed system vaporizer)의 대표격인

2018년 11월보다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번 연구가 진행되면

줄(JUUL)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6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서, 이중 사용자(일반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상당수가 궐련

전체 담배 시장의 1.3%를 차지했다.(13)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

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해 성인 사용자에 대한 국가 통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의 단독 사용자 비율이 훨씬 높은 현상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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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조사된 흡연자 패널 4차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

한 신종 담배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

연구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단독 사용군의 비율이

성이 있다. 신종 담배 용어에 대한 혼란과 익숙하지 않은 설문 형

51.7%로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15) 2019년 2월 조사는 온

태는 정확한 통계 산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

라인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혼용하였고(전화 인터뷰의 비율

해 글이나 그림을 통해 담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추가하

42.3%), 온라인 조사에서도 설문 초반에 담배 제품별 설명을 별

거나 대면 방식의 설문 조사를 일부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

도로 제시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시도한 바 있다.

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국가 담배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연구 결과는 새로운 담배 제품의 등장으로 용어에 익숙하

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여 그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 않은 사람들이 자세한 정보 없이 자가 보고식 설문을 작성하
는 경우엔 설문 답변의 오류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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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
구의 사전 온라인 설문은, 도입부에 여러 담배 제품에 대한 질문

연구배경: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된 2017년 6월 이

을 한다는 문구 없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설문 방식이 실제 결과

후,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 단위의 조

와 불일치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설문의 정확도는 검증된 바 없다.

이번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으로 조사되고 있는 설문 방식

방법: 2019년 5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검진기관을 방문한 수

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를 사용중인 사람들을

진자를 대상으로,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대면해서 인터뷰하고 사용중인 제품도 확인하였으므로 정확도

의 순서로 사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세가지 제품의 담배

를 높일 수 있었으며, 담배 종류에 따른 호기 일산화탄소와 소변

조합에 따라 7가지 형태로 구분하고(단독, 이중, 삼중), 연구원이

니코틴 농도의 측정 등 생화학적 검증이 이뤄진다면 그 정확도

대면하여 확인한 담배 제품 사용 결과와 비교하였다.

를 더 높일 수 있다.(16) 이번 연구대상자가 고소득 및 고학력자

결과: 총 121명(남성 120명, 여성 1명)의 담배 사용자가 응답하

가 많은 특성상 이번 연구 결과를 전체 담배 사용자로 일반화할

였고, 사전 설문과 인터뷰로 확인한 결과가 다른 경우는 39.7%

수 없으나, 고학력 계층에서도 설문 작성시 오류가 많다는 것은

(48/121)였다. 이에 따라 담배 종류에 따른 사용률을 비교해보

전체 대상자에서도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계층 및

면,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0% vs 24.8%), 삼중 사용(18.2% vs

여성에서도 설문과 실제 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

4.1%),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이중 사용(22.3% vs

고, 설문 조사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

14.0%) 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반담배 단독(41.3%

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설문 도입부에 여러 가지 담배를 모두

vs 42.1%),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7.4% vs 9.1%), 일반담배와

묻게 된다는 설명을 추가하고, 가능하면 브랜드 명을 넣는 것이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 사용(10.7% vs 5.8%) 군에서는 상대적으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출시된 제품 외에도,

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릴 하이브리드, 글로 센스와 같이 담배 제품간의 구분을 모호하

삼중 사용자 중 53.1% (26/49)는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

게 하는 새로운 담배들이 출시되면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

로 확인되었다.

려워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겠다. 신종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결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용률을 평가하는 자가 보고식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제품 데이터베이스 및 제품에 대한

설문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종 담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에서 담배 종류의 순서를 바꾸는

배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

것이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는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가 보고식의 담배 설문조사 방식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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