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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논문요약
정 리_함상근 한일병원

1. 스코틀랜드 계산대 담배 진열 금지 정책 도입 후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과 흡연 규범과 태도의 변
화: DISPLAY 연구 결과로부터

95% CI 0.78-1.29)는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흡연자와 과거
간헐적 또는 정규적 전자 담배 사용자의 경우 인지된 접근성
(OR=3.12, 95% CI 2.32-4.21), 흡연규범(OR=2.94, 95% CI
2.16-4.02) 및 흡연에 관한 태도(OR=3.38, 95% CI 2.35-

Kuipers MA, Best C, Wilson M, et al. Adolescents' perceptions of tobacco
accessibility and smoking norms and attitudes in response to the
tobacco point-of-sale display ban in Scotland: results from the DISPLAY
Study. Tob Control. 2019 May 3. [Epub ahead of print]

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스코틀랜드의 슈퍼마켓 및 소규모

배경: 스코틀랜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슈퍼마켓에서 담

상점 계산대 담배제품 진열 금지는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 및

배제품 진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2015년 4월부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감소로 이어졌다.

터는 작은 상점까지 확대하였다. 이 연구는 계산대[POS

Editor's tip: 본 연구 결과는 부분적인 금지 정책보다 포괄

(point-of-sale)] 담배 진열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스코틀랜

적인 담배진열 금지 정책이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과 흡연에

드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 흡연 규범과 흡연 태도에 대한 변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책의 예

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상했던 효과와 방향성이 전자담배 사용증가로 인해 다른 결

방법: DISPLAY 연구(Determining the Impact of Smoking

과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Point of Sale Legislation Among Youth (DISPLAY))

보여준다.

4.87)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론: 2013 년에서 2017 년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했

2013-2017년 연례 설문조사자료 중에서 4개 학교 4836명
의 12-17세 청소년 대상 6202개의 관찰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 일반화 추정방정식을 적용하여 시간(법률 시행
전:2013년 과 법률 시행후: 2016-2017년)과 세 결과지표 간
의 연관성을 추정하였다. 결과지표는 인지된 담배 접근성,
흡연규범(“친구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
각합니다”) 흡연태도(“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에 관한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흡연상태,

2. 골초화 (Hardening) 또는 유연화(softening):
2001년-2016년 호주 빅토리아 주 골초화 지
표 유병률 변화 관찰 연구
Brennan E, Greenhalgh EM, Durkin SJ, Scollo MM, Hayes L, Wakefield MA.
Hardening or softening? An observational study of changes to the
prevalence of hardening indicators in Victoria, Australia, 2001–2016
Tob Control. 2019 May 30. [Epub ahead of print]

가족 흡연, 친구 흡연, e-cigarette 사용 등 변수를 보정하여

배경: 골초화 가설(hardening hypothesis)은 흡연율이 감

분석하였다.

소함에 따라 남은 흡연자들은 더 니코틴에 중독되고 금연에

결과: 인지된 접근성, 규범 및 태도에 대한 조 경향성은 시간

덜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번 연구에서 16년 동

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그렇지만, 주로 전자담배 사용과

안 포괄적인 담배 통제 프로그램에 노출된 인구집단을 대상

관련된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인지된 접근성(OR=0.72, 95%

으로 이 가설을 검정했다.

CI 0.57-0.90)과 흡연태도(OR=0.67, 95% CI= 0.49-0.91)

방법: 2001년과 2016년 사이 호주 빅토리아 주 26세 이상

의 의미있는 감소가 관찰되었다. 흡연규범의 변화(OR=.00,

무작위 추출된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단면 조사를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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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2010년까지는 유선전화를 활용하여 임의번호걸기

자담배 사용여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미

방식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2011년부터는 휴대 전

국, 캐나다, 호주, 영국 4개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6

화까지 포함하여 모집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활

년도 ITC 4개국 흡연 및 전자담배 조사 Wave1에 참여자 중

용하여 흡연율과 각각의 골초화 지표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매일 흡연자였다가 2년 이내에 금연하였고 현재 전자담배

를 살펴보고, 성별, 연령, 교육 및 사회 경제적 요인 별 상호

사용 여부가 조사된 1070명이 포함되었다. 종속 변수는 현

작용도 검정하였다.

재 전자담배 사용이며 모든 예측 변수는 자가보고식으로 조

결과: 일곱 개의 골초화 지표(일일 흡연, 중증흡연, 지난 5년

사되었다. 1) 기상 후 첫 5분 이내 흡연과 매일 흡연량 2) 담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 금연시도가 없었던 경우, 6개월 내 또

배에 중독되었다고 현재 느끼는 정도, 흡연 충동, 금연 자신

는 30일 이내 금연의도가 없는 경우, 흡연지속에 대한 즐거

감. 보정 변수로는 국가, 성, 나이, 인종, 수입, 교육정도, 니

운 감정)가 감소한 것처럼, 2001년에서 2016년 사이 흡연율

코틴 대체요법 현재 사용 여부, 금연 기간

은 크게 감소하였다(20.1%-13.0%). 덧붙여서 하드코어로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기상 후

정의되는 흡연자의 비율도 17.2%에서 9.1%로 감소하였다.

5분 이내 흡연이 더 많았고(34.3% vs. 15.9%, AOR=3.74

전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하위 집단들 간에도, 골초화 지표

(95% CI: 1.99, 7.03), chi-square=16.92, P＜0.001), 하루 흡

들은 비슷한 범위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연량이 10개비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74.4% vs. 47.2%, AOR=

결론: 이러한 결과는 골초화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

4.39 (95% CI: 2.22, 8,68), chi-square=18.18, P＜0.001),

려, 개별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제공과 인구집단 대상 금

담배에 매우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41.3% vs. 26.2%,

연정책의 도입을 결합한 포괄적 금연정책은 남아있는 흡연

AOR=2.89 (95% CI: 1.58, 5.30), chi-square=11.87, P＜

인구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의존성과 욕

0.001) 금연상태로 있는 것에 자신감을 보였다 (62.1% vs.

망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36.6%, AOR=3.22 (95% CI: 1.86, 5.59), chi-square=

Editor's tip: 본 연구 결과는 과거 흡연율이 감소할수록 흡

17.36, P＜0.001).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전자담배

연자의 골초화가 심해진다는 결과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

사용자는 흡연 충동이 더 많이 보고하지 않았다 (27.7% vs.

주었다. 이는 약물 치료를 제외한 가격 및 비가격 금연정책

38.8%, AOR=0.86 (95% CI: 0.44, 1.65), chi-square=0.21,

이 모든 흡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P=0.643).

써 강조해야 할 금연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결론: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금연자는 전자담배를 사용
하지 않는 금연자보다 금연 전 및 금연 이후 니코틴 의존도

3. 금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 여부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와 재발에 관련된 요인: 2016 ITC 4개
국 흡연 및 전자담배 조사
McNeill A, Driezen P, Hitchman SC, Cummings KM, Fong GT, Borland R.
Indicators of cigarette smoking dependence and relapse in former
smokers who vape compared with those who do not: Findings from the
2016 ITC Four Country Smoking and Vaping Survey. Addiction. 2019
Jun 21.[Epub ahead of print]
배경: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 이외의
선택지로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금연자
중 조사 시점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vapers’와 사
용하지 않는 ‘non-vapers’를 나누어서 금연 전 및 현재의 니
코틴 의존도와 재발을 비교하였다.
방법: 단면조사에서 금연자에서 여러 변수로 보정한 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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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았고, 금연상태로 유지할 자신감이 높았지만 두 군에서
흡연충동의 차이가 없었다.
Editor's tip: 본 연구 결과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금연자
의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로 예상한 바와 같이 전자담배 사용
군에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흡연자들의 금연에 전자담
배가 미치는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금연자에서 전
자담배 사용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판매시점 광고의 음성 광고 공유(Share of
Advertising Voice)가 위기청소년의 대체 담
배제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Beleva Y, Pike JR, Miller S, Xie B, Ames SL, Stacy AW. Share of Advertising Voice
at the Point-of-Sale and Its Influence on At-Risk Students' Use of Alternative
Tobacco Products. Nicotine Tob Res. 2019 Jun 21;21(7):903-910

Journal Tips

배경: 청소년의 담배 사용이 기존 궐련에서 다른 니코틴 제

추가되었을 때 유의한 상호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전자담배

품으로 옮겨가면서 계산대(point-of-sale, POS)광고가 담

에 대한 SAV가 증가하면 전자담배 사용이 현저히 높아졌다

배 제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0.27, SE=0.07, P＜.001). 연기 없는 담배 제형에서도 같

연구는 특정 제품의 POS 광고 비율이 POS 담배 광고 노출

은 현상을 보였지만 (=0.56, SE=0.19, P=.004), 권렬이나

과 위기 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에서는 이런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

지 보았다.

결론: 계산대 광고(POS) 의 음성 광고 공유(SAV)는 위기청

방법: 남부 California에 있는 20개의 대안고등학교에 재학

소년의 대체 담배제품 사용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전국적인

중인 746명 학생이 자가보고한 종적 분석 자료와 학교 1/2

청소년 담배 사용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마일 이내의 87개 담배 소매점에서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있다.

시가 및 연기 없는 담배 제형 등 4개 제품의 2,101개 광고 카

Editor's tip: 청소년 담배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OS 마

탈로그에 대한 관찰 연구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4개

케팅에 주의를 기울여 SAV변화를 모니터해야 한다. 주정부

의 다수준 포아송 회귀모델로 음성광고 공유(Share of

및 지방정부는 학교근처 소매점에 있는 모든 담배제품의

Advertising Voice, SAV)가 POS 광고 노출에 영향을 줘서

POS 광고의 양과 비율을 제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

1년 후 담배 제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제품에 대한 광고만 제한한다면 청소년 담배 사용이 의도치

결과: 청소년에서 POS 담배 광고 노출로 인해 4개 담배 제

않게 다른 제형으로 옮겨가는 현상만 초래할 수 있다.

품 모두 사용이 증가하였다(P＜.02). SAV가 포아송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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