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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assessed the reasons for using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among
South Korean adult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Methods: An online panel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3 to 9, 2018, including
7,000 adults (4,700 females, 2,300 males) from 70,000 age-, sex-, and provincial-distributionmatched individuals, based on the 2018 national population statistics. Females were
oversampled because their tobacco use prevalence was low. The reasons for using HTPs were
investigated and ranked according to age, sex,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and current
HTP usage statu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then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s and
weighted percentages.
Results: Of the 7,000 participants, 944 (16.8%) were ever HTP users. The most common
reasons for using HTPs among ever HTP users were as follows: “no ash is formed (74.8%)” and
“it has less odor than conventional cigarettes (71.9%).” Current HTP users responded with
higher percentages for all the reasons, compared to former HTP users. HTP having “less odor
than conventional cigarettes” wa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younger smokers (20-34 years
old)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age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order of reasons for HTP use between males and females.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used
HTPs to “reduce conventional cigarette use” (41.4% vs. 30.9%), and people with higher
income (over monthly income of 7000K won) used HTPs as it produced “less odor than
conventional cigarettes” (77.2%).
Conclusion: In South Korea,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HTP use among current HTP users
is the absence of ash and odor.
Key Words: Heat not burn tobacco products; Socioeconomic factor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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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궐련에는 없으면서 가열담배에만 있을 수 있는 유해물질은 제대
로 측정되지 않았다.(1,8) 다시 말해, 궐련으로 인한 질병 이외의

가열담배(Heated Tobacco Product)는 전자기기장치를

다른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14) 따라서 배

이용하여 350도 미만에서 담뱃잎을 찌는 방식으로 나온 에어로

출되는 위험물질의 농도가 줄어들더라도 개인의 건강위험은 비

졸을 흡입하는 형태의 신종담배이다.(1)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

례해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대다수가 궐련과의 중복사

스(IQOS)’가 일본과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2014년, 국내에는

용자이기 때문에 건강위해가 낮아지지 않고 니코틴 흡수량도 많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후 KT&G, BAT코리아에서 각각

은 경우가 있고, 궐련의 금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9,10) 가열

‘릴(Lil),’ ‘글로(Glo)’가 차례로 판매되었다.(1,2) 국내 가열담배

담배와 질병발생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시장점유율은 첫 출시해에 2.2%를 시작으로, 1년만에 10%,

필요하다. 개인수준보다 인구집단 측면에서도 비사용자,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13.87%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청소년에서 궐련 사용증가, 간접 노출로 인한 위험 등을 모두 고

보이고 있다.(3) 2020년 가열담배 판매량은 3억 7900갑으로 전

려해야 하기에 인구집단의 건강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명확한 증

년 3억 6300갑 대비 4.5%가 증가하였다.(4) 가열담배가 2018

거가 없다.(14)

년 15.5%의 담배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가열담배 강국인 일본에

가열 담배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두번째 규모이며, 오히려 가열담배 판매

고, 가열담배 이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열담배의 특성상, 궐

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5,6) 약 660만명이

련에 비해 연기와 담뱃재가 없고 냄새가 덜하여 기존 궐련 흡연

궐련에서 완전히 가열담배로 전환하였다는 담배회사의 주장과

시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약해진 연기와 냄새로 유해

는 다르게,(7) 많은 선행 연구 에서는 궐련과 가열담배를 함께 사

성이 감소되었다고 인식한다.(4) 가열담배가 빠르게 인기를 얻

용하는 복합사용자가 대부분이었다.(7-9) 한 선행연구에서 약

게 된 데에는 조기 수용자를(early adaptor) 대상으로 한 담배

10%만 가열담배 단독사용자로, 현재 가열담배 사용자 중 80%

회사의 마케팅이 크게 일조하였다. 기존 궐련과 차별화된 디자

이상이 중복 사용자이거나 삼중 복합 사용자였다.(10) 청소년에

인과 기술력을 강조하며 가격도 높게 책정하고 세련된 플래그십

서도 대다수가 가열담배와 일반담배의 복합 사용자였다.(2,11)

스토어와 인터넷 광고를 통한 판매는,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

가열담배 회사는 가열담배를 덜 위험한 담배로 광고하기 위해

고 남보다 먼저 사용해보려는 의욕이 강한 층, 특히 젊고 사회경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험저감 담배제품(MRTP)

제적 위치가 높은 층에서 호응이 좋았다. 이들이 가열담배에 만

으로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MRTP 신청을 승인하였다. MRTP

족하며 주 고객층으로 영향력 있게 소감을 많이 전파하여 사용

는 ‘노출저감(Exposure Reduction)’과 ‘위험저감(Risk Reduc-

을 증가시켰다.(8) 나아가 담배회사는 가열담배 독성물질이 궐

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노출저감’은 신규 담배제품에서 배출

련에 비해 90% 이상 적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건강에

되는 특정한 유해물질의 농도가 감소된 것을 말하며, ‘위험저감’

덜 해로울 뿐 아니라 금연에도 효과적이다고 광고하여 대중으로

은 신규 담배제품이 담배관련 질병위험을 낮추거나 사망률을 낮

하여금 건강에 이로운 담배라는 인식을 각인 시켰다.(13) 역설

추는 경우를 의미한다.(12) 아이코스는 MRTP로 규정되었지만

적이게도 자타의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간접흡연 위험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저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

적어 주변에 피해를 덜 줄 수 있고, 금연 혹은 흡연량을 줄이기

의 농도가 감소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제품으로 질병 위험

위한 목적으로 가열담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을 낮춘다는 광고는 할 수 없다. 특정 화학물질이 일부 감소하였

로 금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담배를 피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고 하여 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며, 특히 인간의 건강위험을 감

궐련 대용으로 가열담배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일반담배와 복합

소시킨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FDA도 가열담배가 일반담배에

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열담배의 사용 증가는 가

비해 건강에 덜 위해하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12)

열담배 복합사용으로 연결되어 오히려 흡연을 지속하게 하며 결

가열담배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은 적을 수 있지만, 담배관련

과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질환 및 건강에 대한 위해가 적다는 증거가 없다.(13) 유해 미세

특히 우리나라는 가열담배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올바

입자로 인한 기관지의 노출정도는 여전히 높고, 일부 유해물질

른 규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에 국내에 대표성 있는 인구

의 농도는 궐련보다 낮지만, 더 높게 나타나는 유해물질도 있고

집단에서 가열담배 사용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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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한국 성인에서 현재 가열담배 사용상태 및 여러 사회인

있습니까? (예/아니오)’와 ‘최근 1달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

구학적 요인에 따라 가열담배 사용이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

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로 평가하였다. 살면서 전자담

여 더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열담배의 사용을 중재하

배를 사용한 적이 있으면서 최근 1달 동안 사용한 사람을 현재

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자담배 사용자, 사용한 적이 있지만 최근 1달 동안 사용한 적
이 없는 사람을 과거 현재 사용자로 정의하였다.

방

법

평생 가열담배 사용자는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
배, 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1. 연구 대상과 분석자료

에 ‘예’로 답한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이 중 ‘현재 궐련형 전자담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대상으로 1,300,000

배(가열담배, 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

명의 패널(2018년 12월 기준)을 보유한 온라인 리서치 전문 회

에 ‘매일 피운다,’ 혹 ‘가끔 피운다’고 대답한 사람은 현재 사용자,

사 EMBRAIN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집하였다. 2018년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과거 사용

전국 연령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연령 대 지역 인구비례를 통

자로 정의하였다. 가열담배와 전자담배를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

해 쿼터를 구성하였다. 패널을 대상으로 각 쿼터별로 10배수인

가열담배 이름(IQOS, 글로, 릴)과 사진도 같이 제공하였다.

70,000명에게 무작위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조사기간 내 총

지금까지 가열담배를 매일이나 가끔 피운다고 답한 응답자 대

접속 인원은 10,489명이었다. 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자 21명,

상으로,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

쿼터 초과 응답자 2,285명, 조사 중도 포기자 400명 제외하고

자에게 다음과 같이 8개의 이유들이 주어졌다: 1) 궐련형 전자담

최종 7,783명이 설문지를 답하였다(응답률, 11%). 7,783명 중

배는 일반담배(궐련)보다 건강에 덜 해로울 것 같다. 2) 일반담배

불량 데이터 783건을 제외한 7,000명(남자 2,300명, 여자

(궐련)에 비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3) 담뱃재가 남지 않아

4,700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

사용 후 처리가 쉽다. 4) 주변사람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

의 흡연율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를 확보

다. 5) 일반담배(궐련)의 흡연량을 줄일 수 있다. 6) 금연에 도움

하기 위해 여자를 2배 과다 추출하였다. 2018년 11월 3일부터

이 된다. 7) 일반담배(궐련)보다 맛/향이 좋다. 8) 제품 모양이 멋

11월 9일까지 일주일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있다. 각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보건조사 등의 질문을 참고

겠다’로 대답할 수 있었다. 응답자는 가열담배 사용 이유를 여러

하여 자체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

개 선택할 수 있었다. 분석을 위해 ‘그렇지 않다’와 ‘모르겠다’는

았다. 본 연구는 송파구 소재의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

응답은 배제되었다.

원회 승인을 받았다(S2018-1662-0001). 설문조사에 참여하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5,000원(약 5 USD)의 금전적 보상이 주

조사하였다. 연령은 20-34세, 35-49세, 50-69세로, 교육수준

어졌으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았다.

은 4년제 대학 미만과 이상으로, 소득 수준은 월평균 수입 300만

본 연구의 실제 연구 대상자는 가열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사

원 미만, 300-500만원, 500-700만원, 700만원 이상으로 범주

람으로, 7000명 중 평생 가열담배 사용자는 944명이다. 그 중

화하였다. 현재 가열담배 사용상태에 대해서도 나누어 분석하였

현재사용자는 574명, 과거사용자는 370명이다.

다.
여성 과다 추출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한 백분율로 산출하였

2. 연구변수와 분석방법

다. 기술 통계는 가중치를 반영한 백분율,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

현재 일반담배 사용자는 ‘현재 일반담배(궐련)을 피우십니

은 표본 수로 나타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가열담배사

까?’라는 질문에서 평생 100개비 이상 피웠고, ‘매일 피운다’ 혹

용 상태에 대하여 가열담배 사용의 빈도와 가중치를 반영한 백

‘가끔 피운다’고 대답한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평생 100개비 이

분율 및 95% 신뢰구간으로 산출하였다.

상 피웠으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을 과거 일반담배 사용자로 정의하였다.
전자담배 사용은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가열담배의 빈도, 사용량, 사용 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
시하였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일 피운다,’ ‘가끔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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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중 1개 선택으

한 연령별 비율을 보였다. 4년제 이상 대졸자가(61.0%) 4년제

로 빈도를 나누었다. 가열담배 사용량은 하루 평균 궐련형 전자

이하 대졸자보다(39.0%) 약 1.5배 더 많았다. 중복사용행태에

담배(가열담배, 예＞아이코스, 글로, 릴 등) 흡연량으로 조사하

서는 7000명 중 4242명이 어떤 종류의 담배도 사용한 적이 없

였다. 매일과 가끔 피우는 자에서 사용 기간은 설문조사를 시행

는 비흡연자로 가장 많았다(52.0%). 단일 사용으로는 일반담배

한 2018년 11월부터 가열담배 시작 시기를 계산하여 분석하였

가 16.2%로 가장 많았고, 가열담배(1.0%), 전자담배(0.5%)로

으며, 과거 사용자에서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기에서 과거에

가장 적었다. 가열담배와 일반담배 복합사용자(5.4%)와 가열,

시작한 시기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전자담배 삼중복합사용자(3.7%)가 가열담배 단독 사용자
(1.0%)보다 많았다.

결

표 2는 연구 주요 대상자인 평생 가열담배 사용자 944명의 일

과

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연령은 35-49세가(41.2%) 가장 많
았고 50-69세가(23.1%) 적었다. 성별은 남성이 78.7%, 여성이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 1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제시하였다. 연령은

21.3%였다. 교육 수준은 4년제 대졸자 이상이 69.8%였다. 평생

20-34세, 35-49세, 50-69세 각 30.3%, 35.3%, 34.5%로 비슷

가열담배 사용자 중 반 이상 (61.0%)이 현재 가열담배 사용자였
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Age (years)
20-34
35-49
50-69
Sex
Male
Female
Education
＜4 years of college
4 years of college
‡
Income (KRW)
＜3000k
＜5000k
＜7000k
≤7000k
Status of tobacco product use
Never use of any tobacco product
Former use of any tobacco product
†
Use of CC alone
Use of EC alone
Use of HTP use alone
Dual use of EC and CC
Dual use of CC and HTP
Dual use of EC and HTP
Triple use of EC, CC, and HTP

N (7000)*

%

2127
2445
2428

30.3
35.3
34.5

2300
4700

50.0
50.0

2886
4114

39.0
61.0

1774
2431
1554
1241

25.7
34.9
21.8
17.5

4242
1096
921
32
53
135
294
10
217

52.0
18.6
16.2
0.5
1.0
2.3
5.4
0.2
3.7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samples and weighted percentages.
†
Abbreviations: HTP, heated tobacco product; CC, conventional cigarette; EC,
electronic cigarette.
‡
Korean Republic Won (KRW) is Korea’s currency (KRW 1000=US Doll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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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 가열담배 사용자에서 가열담배 사용이유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현재 사용상태에 따른 분석
표 3에서 전체 944명의 평생 가열담배 사용자에서 가열담배
사용 이유 8가지에 대해 응답한 빈도를 제시하였다. 가열담배 사
용 이유로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74.8%), ‘일반담배에 비해 냄
새가 덜 난다’(71.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다’(44.8%),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41.4%), ‘제품
모양이 멋있다’(40.1%)는 비슷한 정도였다. ‘일반담배보다 맛/
향이 좋다’(25.1%), ‘금연에 도움이 된다’(23.3%)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표 4는 현재 가열담배 사용 상태에 따른 사용이유의 차이를 제
시하였다. 현재와 과거 가열담배사용자에서 전체적인 순위는 비
슷하였지만, 사용이유의 백분율이 현재 사용자가 높았다. 현재
와 과거 모두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79.2% vs. 67.9%), ‘일반담
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75.6% vs. 66.0%)는 이유 순으로 가
장 높았고, ‘일반담배보다 맛/향이 좋다’(31.7% vs. 14.8%), ‘금연
에 도움이 된다’(29.8% vs. 13.1%) 순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가
열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 현재 가열담배 사용자의 반 이상
(52.7%)이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다’고 선택하였으나, 과거 가열
담배 사용자에서는 32.4%에 불과하였다. 반면, 과거 가열담배
사용자에서 ‘제품 모양이 멋있다’(35.7%)는 이유가 담뱃재와 냄
새가 적은 이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에서 단일, 이중, 삼중 사용에 따른 가열담배 사용이유도
기술하였다. 현재 가열담배 단독 사용자에서는 ‘담뱃재가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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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ver HTP users.

Age (years)
20-34
35-49
50-69
Sex
Male
Female
Education
＜4 years of college
≥4 years of college
‡
Income (KRW)
＜3000k
＜5000k
＜7000k
≥7000k
Current HTP use status
Current HTP use
Everyday user
Amount of HTP use/day (cigarettes/day)
Duration of HTP use (months)
Intermittent user
Amount of HTP use/day (cigarettes/day)
Duration of HTP use (months)
Former HTP use
Amount of HTP use/day (cigarettes/day)
Duration of HTP use (months)

N (944)*

%

353
369
222

35.7
41.2
23.1

608
336

78.7
21.3

305
639

30.2
69.8

206
324
238
176

21.4
35.0
25.0
18.6

574
260

61.0

Mean

SD

10.6
11.1

5.5
6.0

4.9
10.3

4.3
5.6

6.7
3.1

6.6
3.6

314

370

39.0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samples and weighted percentages.
†
Abbreviations: HTP, heated tobacco product; CC, conventional cigarette; EC, electronic cigarette.
‡
Korean Republic Won (KRW) is Korea’s currency (KRW 1000=US Dollar 1).

않는다’는 이유와 ‘일반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가 공동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빈도가 가

Table 3. Reasons for initiating heated tobacco products among ever HTP
users.

장 낮았다. 이는 삼중 사용자 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반담배
와 이중사용자 군에서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가 가장 많고 ‘금연
에 도움이 된다’가 가장 적었으나, 전자담배와 이중사용자 군에
서는 ‘일반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가 가장 많고 ‘일반담배보
다 맛/향이 좋다’가 가장 낮았다.
표 5는 남녀에서 가열담배 사용이유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성별 모두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75.3% vs. 72.9%), ‘일반담배
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72.5% vs. 69.3%),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다’(43.8% vs. 48.5%)는 이유 순으로 높았고, ‘일반담배보다
맛/향이 좋다’(23.5% vs. 31.0%), ‘금연에 도움이 된다’(23.0%
vs. 24.1%) 순으로 가장 낮았다. 각 이유별로 백분율에 의미있게

No ash is formed
Does not smell as bad as CC*s
No risk of passive smoking
Healthier than CCs
Attractive design
To reduce CC use
Appealing flavor/smell
To quit smoking cigarettes
Total

N†

% (95% CI)

703
674
429
390
387
355
247
221
944

74.8 (72.0-77.6)
71.9 (69.0-74.8)
44.8 (41.6-48.0)
41.4 (38.3-44.5)
40.1 (37.0-43.2)
38.2 (35.1-41.3)
25.1 (22.3-27.9)
23.3 (20.6-26.0)

*HTP, heated tobacco product; CC, conventional cigarette.
†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samples and weighted
percentages.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for each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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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53
433
305
286
254
266
188
173
574

79.2 (75.9-82.5)
75.6 (72.1-79.1)
52.7 (48.6-56.8)
49.7 (45.6-53.8)
42.8 (38.8-46.8)
47.2 (43.1-51.3)
31.7 (27.9-35.5)
29.8 (26.1-33.5)

% (95% CI)
43
44
29
27
20
27
14
14
55

N
84.3 (74.7-93.9)
84.3 (74.7-93.9)
58.5 (45.5-71.5)
52.9 (39.7-66.1)
35.9 (23.2-48.6)
51.7 (38.5-64.9)
24.7 (13.3-36.1)
23.5 (12.3-34.7)

% (95% CI)

HTP use only

238
223
146
124
107
124
77
64
294

N
81.3 (76.8-85.8)
76.5 (71.7-81.3)
49.0 (43.3-54.7)
41.6 (36.0-47.2)
35.5 (30.0-41.0)
43.4 (37.7-49.1)
24.7 (19.8-29.6)
21.7 (17.0-26.4)

% (95% CI)

Dual use of CC and HTP

458
441
266
252
235
238
143
140
608

N*

†

8
9
6
6
7
5
5
5
10

N
81.3 (57.1-105.5)
93.9 (79.1-108.7)
62.6 (32.6-92.6)
62.6 (32.6-92.6)
68.7 (40.0-97.4)
56.4 (25.7-87.1)
50.0 (19.0-81.0)
56.4 (35.7-87.1)

% (95% CI)

Dual use of EC and HTP

164
157
124
129
120
110
92
90
217

N
74.7 (68.9-80.5)
71.2 (65.2-77.2)
56.1 (49.5-62.7)
60.2 (53.7-66.7)
54.0 (47.4-60.6)
51.2 (44.5-57.9)
42.7 (36.1-49.3)
41.9 (35.3-48.5)

% (95% CI)

Triple use of EC, CC and HTP

75.3 (71.9-78.7)
72.5 (69.0-76.0)
43.8 (40.0-47.7)
41.4 (37.5-45.3)
38.7 (34.8-42.6)
39.1 (35.2-43.0)
23.5 (20.1-26.9)
23.0 (19.7-26.3)

% (95% CI)

Male

245
233
163
138
152
117
104
81
336

N
72.9 (68.1-77.7)
69.3 (64.4-74.2)
48.5 (43.2-53.8)
41.1 (35.8-46.4)
45.2 (39.9-50.5)
34.8 (29.7-39.9)
31.0 (26.1-35.9)
24.1 (19.5-28.7)

% (95% CI)

Female

233
248
152
150
155
132
112
86
353

N
65.2 (60.2-70.2)
69.2 (64.4-74.0)
42.3 (37.1-47.5)
42.9 (37.7-48.1)
42.5 (37.3-47.6)
38.2 (33.1-43.3)
30.2 (25.4-35.0)
25.1 (20.6-29.6)

% (95% CI)

20-34 years old

293
272
167
144
145
132
77
74
369

N

79.8 (75.7-83.9)
74.0 (69.5-78.5)
44.3 (39.2-49.4)
39.5 (34.5-44.5)
38.9 (33.9-43.9)
36.7 (31.8-41.6)
20.2 (16.1-24.3)
19.4 (15.4-23.4)

% (95% CI)

35-49 years old

177
154
110
96
87
91
58
61
222

N

80.8 (75.6-86.0)
72.2 (66.3-78.1)
49.3 (42.7-55.9)
42.3 (35.8-48.8)
38.4 (32.0-44.8)
40.9 (34.4-47.4)
25.9 (20.1-31.7)
27.3 (21.4-33.2)

% (95% CI)

50-69 years old

233
219
138
117
114
94
84
68
305

N

250
241
124
104
133
89
59
48
370

N

76.8 (72.1-81.5)
70.6 (65.5-75.7)
43.8 (38.2-49.4)
37.6 (32.2-43.0)
36.4 (31.0-41.8)
30.9 (25.7-36.1)
26.1 (21.2-31.0)
21.9 (17.3-26.5)

% (95% CI)

＜4 years of college

Table 5. Reasons for initiating heated tobacco products in the ever HTP users (n=944) by sex, age, and education level.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samples and weighted percentages.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for each person.
Abbreviations: HTP, heated tobacco product; CC, conventional cigarette.

No ash is formed
†
Does not smell as bad as CCs
No risk of passive smoking
Healthier than CCs
Attractive design
To reduce CC use
Appealing flavor/smell
To quit smoking cigarettes
Total

†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samples and weighted percentages.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for each person.
Abbreviations: HTP, heated tobacco product; CC, conventional cigarette; EC, electronic cigarette.

No ash is formed
Does not smell as bad as CCs
No risk of passive smoking
Healthier than CCs
Attractive design
To reduce CC use
Appealing flavor/smell
To quit smoking cigarettes
Total

N*

All

HTP use: current

†

Table 4. Reasons for initiating heated tobacco products in the ever HTP users (n=944) by use status.

470
455
291
273
273
261
163
153
639

N

73.9 (70.5-77.3)
72.4 (68.9-75.9)
45.2 (41.3-49.1)
43.0 (39.2-46.8)
41.7 (37.9-45.5)
41.4 (37.6-45.2)
24.7 (21.4-28.0)
23.8 (20.5-27.1)

% (95% CI)

4 years of college

67.9 (63.1-72.7)
66.0 (61.2-70.8)
32.4 (27.6-37.2)
28.3 (23.7-32.9)
35.7 (30.8-40.6)
24.1 (19.7-28.5)
14.8 (11.2-18.4)
13.1 (9.66-16.5)

% (95% CI)

HTP us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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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69.5-82.1)
77.2 (71.0-83.4)
46.3 (38.9-53.7)
42.9 (35.6-50.2)
43.6 (36.3-50.9)
40.4 (33.2-47.6)
25.9 (19.4-32.4)
21.8 (15.7-27.9)

% (95% CI)

(39.1%), 일반담배를 줄이고 싶은 이유(39.1%)가 매력적인 디
자인(38.7%)보다 응답이 높았지만, 여성에서는 건강을 위한 이
유(41.1%, 34.8%)보다 디자인(45.2%)이 더 순위가 높았다.
또한 표 5에서 가열담배 사용이유를 나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35-49세와 50-69세에서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이유는 ‘담뱃재가

135
134
84
77
80
74
48
41
176

N

7000k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남성에서는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고

남지 않는다’(79.8% vs. 80.8%), ‘일반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난

78.6 (73.4-83.8)
71.1 (65.3-76.9)
48.4 (42.1-54.7)
44.1 (37.8-50.4)
39.9 (33.7-46.1)
44.9 (38.6-51.2)
23.9 (18.5-29.3)
25.0 (19.5-30.5)

% (95% CI)

해 냄새가 덜 난다’(69.2%),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65.2%), ‘일
반담배보다 덜 해롭다’(42.9%)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열담배 사용이유를 교육수준에 따라 분석하였
다.(표 5) 4년제 미만, 4년제 이상 졸업자에서 사용이유의 순위
는 같았다. 전체 가열담배 사용자에서의 사용이유 순위와도 동

187
169
116
105
100
103
59
58
238

N

＜7000k

49.3%)는 이유 순으로 높았다. 20-34세에서는 ‘일반담배에 비

일하였다. 각 이유의 거의 백분율도 비슷하였으나, 4년제 이상
의 빈도가 높았다(41.4% CI 37.6-45.2).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samples and weighted percentages.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for each person.
†
Abbreviations: HTP, heated tobacco product; CC, conventional cigarette.

74.6 (69.9-79.3)
71.5 (66.6-76.4)
45.8 (40.4-51.2)
40.1 (34.8-45.4)
40.0 (34.7-45.3)
37.6 (32.3-42.9)
23.0 (18.4-27.6)
24.9 (20.2-29.6)
236
227
150
130
128
118
78
79
324
69.9 (63.6-76.2)
68.6 (62.3-74.9)
37.3 (30.7-43.9)
38.9 (32.2-45.6)
37.3 (30.7-43.9)
29.5 (23.3-35.7)
29.2 (23.0-35.4)
19.9 (14.4-25.4)
145
144
79
78
79
60
62
43
206
No ash is formed
†
Does not smell as bad as CCs
No risk of passive smoking
Healthier than CCs
Attractive design
To reduce CC use
Appealing flavor/smell
To quit smoking cigarettes
Total

% (95% CI)
N*

% (95% CI)

N

＜5000k

대학 졸업자 군에서 ‘일반담배의 흡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

＜3000k

Table 6. Reasons for initiating heated tobacco products in the 944 ever HTP users according to income group.

다’(74.0% vs. 72.2%),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다’(44.3% vs.

표 6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열담배 사용이유를 분석하였다. 다
른 소득 군에서는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의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인 군에서는 ‘일반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77.2%)는 이유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군에서는 담뱃재가 없고 냄새가 안나는 이유 다
음으로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38.9%)가 다음으로 높은 반면,
다른 소득 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다’가 다음으로 높았
다. 모든 소득 군에서 사용이유로 ‘일반담배보다 맛/향이 좋다’,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전체 평생 가열담배 사용자에서 가열담배 사용이
유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 (74.8%),’ ‘일
반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71.9%)’였으며 ‘금연에 도움이 된
다 (23.3%)’는 응답은 가장 빈도가 낮았다. 담뱃재가 없고 냄새
가 나지 않는 장점이 우세한 이유로는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피울 수 있고 사회적인 부정적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다. 금연을 하기보다는 흡연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열담배를 사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질적 연구에서도,
냄새의 감소가 가열담배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는 이유
로 주변인의 혐오감을 덜 수 있어 흡연을 유지하면서도 단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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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5) 이처럼

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열담배가 기존 일반담배의 단점을 극복해주어 결과적으로 가

한다.(21) 가열담배 사용자뿐 아니라 비사용자도 가열담배로 인

열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 간접흡연의 위험이 적거나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

많다.

지만 가열담배에 노출된 사람의 상당부분이 하나이상의 신체 증

가열담배 사용이유에 대해 국내외에서 몇몇의 선행된 연구가

상을 경험하고, 아이코스 에어로졸에 독성화합물이 존재한다는

있다. Kim 등은 한국 젊은 성인(19-24세) 중 8명의 현재 가열담

연구결과가 있어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1,4,8) 냄새

배 사용자 대상으로 가열담배 사용이유를 조사한 결과, 6명은 가

가 없다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

열담배가 덜 해롭고 일반담배보다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2명은

가 있고, 지나친 낙인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을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9)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

본 연구에서 젊은 층(20-34세 그룹)과 고소득 군(700만원 이

행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스위스인인 유럽의 온라인 설문조사결

상)에서 다른 군과 다르게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보다

과에서, 궐련을 대체하기 위해 (94.1%),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워

‘일반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로 가열담배를 사용하

서(89.2%), 금연을 위해(72.3%), 금연의도는 없지만 담배를 줄

는 경향이 있었다. 담뱃재가 없는 것은 ‘나’에게 편리한 이유라면,

이기 위해(71.3%) 순으로 가열담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

냄새가 덜 난다는 것은 타인에게 거부감을 덜 주는 ‘남’에게 좋은

다.(16) 영국의 평생 가열담배사용자들은 ‘덜 해로워서’가 주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젊은 층과 고소득에서 상대적으로 상대방

이유였으며,(17) 일본인 대상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열담배가 일

을 더 의식하고 사회적으로 더 받아들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반담배보다 자신과 타인에게 덜 해롭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보고

생각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담배냄새가 없는 것을 강조한 깨

되었다.(18) 일본과 스위스의 초점집단 면접조사결과에서는

끗하고 최신식의 전자기기로 홍보하는 광고에 젊은 층과 고소득

89%의 응답자가 담뱃재, 담배 특유의 연기와 냄새가 없어 유해

층에서 더 잘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10) 이들에게는 담뱃재

성이 감소되었다고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열담배가 사회적

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보다, 남들에게 담배 냄새가 나

으로 더 받아들여진다는 이유가 우세하였다.(19) 공통적으로 외

지 않는 게 조금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 연구에서 가열담배가 아예 무해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본 연구에서 4년제 이상 대학 졸업한 군에서 ‘일반담배의 흡

만,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가 높았다(41.4% CI 37.6-45.2).

금연이 주 사용목적인 경우는 적었다.(17) 본 연구에서는 덜 해

교육수준이 높은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롭다는 이유보다는 담뱃재가 없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

덜 해롭거나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열담배를 사용하게

는 냄새가 적은 장점이 우세하게 작용하였다. 금연이나 자신의

되었을 것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이지만, Berg 등도 교육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단절과 흡연 장소

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를 사

및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용한다고 보고하였다.(22) 가열담배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홍콩

본 연구에서 가열담배 사용이유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분명하

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흡연자에서 가열담배 인기가 높은 이유로

지 않았다. 전자담배 사용이유에 대하여 논한 Yimsaard 등의

상대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금연의도가 있기 때문이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이 적어서’라고

라고 설명했다.(23) 이처럼 흡연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이득

대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여성이 흡연에 있어 타인을 생각

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만, 완전한 금연이 아닌 사용을 줄

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해석하였다.(20)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남

이는 것만으로 담배관련 질환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22)

녀가 비슷하게 냄새와 담뱃재 다음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을 생각

담배 사용의 감소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흡연량보다 흡연 기간에 더 의존

가열담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슷하게 우세하였으나, Kim

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24)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는

등은 냄새가 없는 게 중요한 이유인 것에 남녀 차이가 있다고 설

기간이 줄지 않기에 폐암사망을 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담

명하였다.(21) 남자에게는 담배냄새로 가정에서 피해를 끼치지

배를 줄이기 위한 가열담배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않아 죄책감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반면, 여자에게는 냄새

본 연구에서 현재 가열담배 사용 상태에 따른 사용이유를 분

가 나지 않는 가열담배로 흡연사실을 숨길 수 있어, 아직 흡연여

석한 결과, 현재 가열담배 사용자의 반 이상이 ‘간접흡연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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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다’는 이유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 가열담배

아니라 비사용자에게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가열담

사용자에서 ‘제품 모양이 멋있다’(35.7%)는 이유는 담뱃재와 냄

배 회사가 거짓된 광고를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간접노출과 복

새가 없는 것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본의 가열담

합사용에 대한 유해성 연구가 더 수행이 되어 인식을 개선할 수

배사용자 대상 연구에서 과거 가열담배사용자는 맛이 좋거나 스

잇는 올바른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트레스 해소, 덜 해롭다는 이유와 같이 자신을 위한(내부적 요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대상자에게 다중 응답

이유로, 현재 가열담배사용자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금연

을 허용하여, 공변수의 영향을 배제하는 다변량 분석을 시행할

장소에서 피우기 위해와 같이 사회적인(외부적 요인) 이유로 가

수 없었다. 둘째, 연구 대상이 한국 성인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열담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18) 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주민등록 인구와 성, 연령을 일치하도록 했다. 대표성이 부족하

과거 가열담배사용자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품모양, 현재

더라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가열사용자는 적은 간접흡연 피해와 같이 사회적인 이유를 더

대상자의 자가보고에 의존하여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자료로 정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일치하였다. 내부적 이유보

보를 모았기에 응답자의 기억오류로 인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는 외부적 이유가 가열담배 사용 유지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가열담배 사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가열담배 현재 사용자에서 과거 사용자

용이유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다 사용이유의 백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과거 사용자가 중복응답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다시 말해

결

론

그만큼 가열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적어서 중단했을 것이
라 추측할 수 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가열담배 사용을 중단한 대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가열담배 사

부분은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다.(21) 어떤 점

용 이유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런 차이에는

이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되어지면 도움이 될 것

담배회사의 홍보전략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수용성이 다르게 나

같다.

타나기 때문이다. 가열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담배규제정책

가열담배 사용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담뱃재가 없고, 냄새
가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에

설계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른 사용 이유의 차이
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기존 흡연자가 가
열담배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담뱃재나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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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담배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열담배 흡연자
자신도 특유의 담배냄새가 적어 해롭다는 체감이 덜 되어 금연

요

약

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도 한다.(17)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재
적소에 병용하게 되면서 대부분이 복합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

연구배경: 가열담배 특성상 연기와 담뱃재가 없으며, 일반담배

다.(7,25) 이러한 복합사용은 사용자에게 훨씬 더 높은 발암물질

보다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되어 한국에서 매년 사

에 노출시켜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총 니코틴

용이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가열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효과

흡수량도 증가되어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 금연율이 낮아진

적이며 가열담배로 완전 전환한다면 건강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다.(9) 가열담배 회사가 젊은 층,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층을

고 홍보하였으나, 가열담배 사용은 실제로 금연과 연관성이 없

주력하여 안전한 담배로 광고하는 것처럼, 가열담배 주 사용층

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궐련과의 복합사용이 대부분으로 건강에

이 잘 접할 수 있는 통로로 가열담배 자체의 해로움에 대해 올바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열담배의 사용을 중재하기 위해 우

른 건강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열담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

리나라에서 가열담배 사용의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

고, 과학적인 객관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가열담배 사용자뿐만

구에서는 가열담배 사용 이유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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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방법: 201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20-69세 성인 7,000명
(여자 4,700명, 남자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
였다. 흡연율이 낮은 여자에서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자를 2배 과다 추출하였다. 그 중 944명의 평생 가열담배 사용
자를 상대로 현재 가열담배 사용상태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
라 나누어 가열담배 사용이유를 파악하였다. 한 사람당 사용이
유는 중복선택이 가능하였다.
결과: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담뱃재가 남지 않아 사용 후
처리가 쉽다(74.8%),’ ‘일반담배에 비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다(71.9%)’가 가장 높았으며, ‘주변사람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
가 적다(44.8%),’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울 것 같다(41.4%),’
‘제품 모양이 멋있다(40.1%),’ ‘일반담배의 흡연량을 줄일 수 있
다(38.2%)’의 순이었다. ‘일반담배보다 맛/향이 좋다(25.1%)’와
‘금연에 도움이 된다(23.3%)’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남자는 ‘일
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 여자는 ‘제품 모양이 멋있다’가
응답이 더 많았다. 가열담배 사용이유의 순위는 교육수준간 큰
차이가 없었다. 젊은 층과 월소득이 가장 높은 층에서는 사용이
유로 ‘담뱃재가 남지 않는다’보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가 가
장 높았다.
결론: 가열담배 사용자들이 금연을 위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생
각해서보다는, 담뱃재와 냄새가 나지 않는 가열담배를 사용함으
로써 흡연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덜
해롭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가열담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
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가열담배;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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