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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scientific debate on the harmful effects of the
heated tobacco products after the launch of them in Korea in July 2017. I discussed where and
how the ‘boundary of pollution’ works in the debate over electronic cigarettes(so-called
‘liquid/cigarette type’) and smoking cessation. First, I discussed which of the cigarettes and
smokers is the real target of the tobacco denormalization policy. The recent smoking cessation
campaign (ex, ‘Smokers’ Gab-Jil (=power-trip)‘) seems to emphasize smokers more harmful
than ’harmful cigarettes‘. The campaign can be attributed to the fear that the spread of new
electronic cigarettes could lead to renormalization of smoking. However, it is contradictory
that the cause of pollution is concentrated in smokers rather than tobacco companies and
tobacco products. Next, I dealt with whether nicotine or tar is the substance that smokers
should escape. I think the following precautions are needed when nicotine is used as a ’harm
reduction‘ policy; both the government's fundamental policy attempts and the motivation for
smokers to completely quit can be weakened. Third, I dealt with the boundary of pollution that
smokers want to overcome through the ’cigarette-type‘ electronic cigarettes. I discussed that
the fact that the new electronic cigarette has a low odor could help smokers to recover the
disconnected human relationship due to tobacco denormalization. Finally, I also introduced
two major boundaries of pollution (smoking as a working drug and as a means of national
reven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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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염의 경계선 찾기

자체에 대한 ‘비정상화(혹은 비규범화)(denormal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3) 즉, 더글라스

본고는 2017년 7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한국 출시 이후

식으로 흡연행위에 ‘오염’의 상징적 표지(즉, 낙인)를 붙이는

불거진 제품의 안정성과 해로움에 대한 과학적 논쟁에 대해

셈이다. 이것은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릴

서 인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류학적

등)가 한국 출시 이후 흡연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과

(anthropologically)’이라 함은 논쟁의 ‘경계선’에 대한 탐구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신 하이브리드 기기와 함께 다시금

를 뜻한다. 또한 경계선은 영국인류학자 더글라스가 제시한

매력적인 행위로 흡연행동이 재정상화(renormalization)

‘오염’의 경계선이다. 그녀는 한 사회의 오염에 대한 기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건

(‘경계선’)이 외적 혐오감이나 위생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

강증진을 목적으로 ‘낙인’을 사용해도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니라 통제를 위해 ‘상징’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본다.(1) 그녀

미뤄두더라도,(4)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흡연

가 ‘식탁위의 신발’로 설명한 오염의 상징성은 이렇다. 아무

갑질’ 캠페인은 어떠한 해로움을 경계하는 것인가? 궐련형

리 깨끗한 신발이라 할지라도 신발장에 있을 때에만 깨끗하

전자담배의 연기인가 아니면 그것을 선택한 흡연자의 의식

다고 인식될 뿐 식탁과 같이 정해진 경계선을 벗어나 위치할

인가? 담배가 경계해야할 오염원이라면 그것을 방출한 제조

때는 더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흡연에 대한 낙인적

사가 낙인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시선(도덕적 오염)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흡연갑질’ 캠페인이 향하는 것은 오염원을 소비

여성흡연자의 ‘천국’이라 일컫는 직장, 콜센터가 있다. 여성

하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진다. ‘비정상화’ 정책의

의 몸에 대한 흡연의 의학적 해로움은 그 여성이 어디에 존

입안자는 전자담배 등의 ‘해로움 줄이기(harm reduction)’

재하느냐와 상관없이 동일해야 함에도, 여성흡연에 대한 부

가 흡연행위의 ‘재정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정적 시선은 콜센터라는 특정한 공간으로 들어갈 경우 해체

를 늦추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흡연확산의 오염

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즉,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콜센터는

원으로 신종담배 ‘흡연자’를 지목하여 그들이 ‘해롭다’는 이

여성흡연에 대한 ‘오염의 경계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2) 필

미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일면 모순적으로 보일

자가 이와 같은 인류학적 논의를 통해 ‘전자담배와 금연’ 논

수 있다. 즉, 마치 구체적 해로움 줄이기에는 반대하고 상징

쟁 속에서 찾고자 하는 오염의 경계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적 해로움 늘리기에는 찬성하는 것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첫째, 흡연행위와 관련하여 ‘해로움(harm)’의 경계선은 어

과거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액상형 전자담배에 흡연자들의

디인가(담배 그 자체인가? 아니면 흡연자인가)? 둘째, 담배

이목이 집중됐을 때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했던 것이

라는 물질과 관련하여 ‘해로움’의 경계선은 어디인가(니코

오늘날 궐련형 전자담배 쪽으로 기존 흡연자들을 마치 ‘토끼

틴(중독성 물질)인가 타르(발암물질)인가)? 이어지는 본론

몰이’하듯 내몬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전자담배에

에서는 ‘해로움’에 대한 두 가지 오염의 경계선에 대한 논의

대한 해로움이 ‘과학적 논쟁’ 속에 혼란한 틈을 타 오염의 책임

와 함께 이것을 넘어선 또 다른 경계선 역시 다루어볼 것이다.

이 그것을 선택한 흡연자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흡연자의)

본론: 오염의 경계선들로 본 전자담배와 금연 논쟁

어리석음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제조사의) 잔혹함을 탓할 것
인가. 과학적 논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혼탁한 경계이다.

1. 첫 번째 경계선 엿보기: 담배 대 흡연자 “비정상화의 대상은 어디
인가”
최근 정부 차원의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금연캠페인(예,

2. 두 번째 경계선 엿보기: 니코틴 대 타르 “흡연자가 벗어나야할
중독, 어느 것인가”

“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이 눈에 띤

이제 앞서 다룬 내용과 다른 측면에서 오염의 경계선을 접

다. 해당 캠페인이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근해 보려 한다. 전자담배의 ‘해로움 줄이기’ 가능성을 긍정

광고 속 흡연자들의 행위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비윤

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오염의 경계로 지목되는 것은 강한 중

리적 인물로만 비쳐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흡연행위

독성을 특징으로 하는 ‘니코틴’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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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때문에 흡연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타르가 원인이 되어

었던, 아니 시도조차 꺼려했던 비흡연자와의 인간관계를 회

죽는다”라고 한 러셀의 지적이 자주 명언으로 꼽힌다.(5) 러

복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것이 물론 일말의 눈

셀의 말처럼 니코틴의 강력한 중독성이 흡연의 최고 원인이

가림일 수 있다는 자책감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액

라면, 일반 궐련형 담배에서 타르라는 명확한 암 유발 오염

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상적 전

원을 제거한 순수 니코틴 전달 기계로 흡연의 대상을 전환하

략의 도구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이 연구된 바 있다.(8) 이러

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것이 니코틴마저 끊

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흡연자가 ‘오염의 경계선’으로 인해

는 완전 금연으로 가도록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정말 순수

‘단절’된 인간관계를 되찾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할

한 니코틴만 베이핑(vaping)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과

여지는 존재할 것이다. 즉, 흡연의 비정상화 정책이 끊어 놓

학적 논의는 ‘논쟁’에 붙여 놓아도, 최소한 ‘과학기술의 혜택’

으려했던 과거의 사회적 관계말이다(물론, 여기서 간과해서

과 타협하자고 강조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다

는 안 될 것은 담배 비정상화 정책 등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음과 같은 의문이 뒤따른다. 니코틴 역시 벗어날 수 있는 경

옛 흡연의 습관(예, 화장실 흡연 등)마저 회복될 수 있다는

계선 아닐까? 니코틴은 정말 한 번 오염(중독)되면 절대 탈

점이다). 의학이 과학적 논쟁에 정체되어 있을 때 담배회사

출할 수 없는 드높은 경계일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니코

는 인문학적 접근을 선택한 것인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고

틴에 쉽게 중독되는 몸은 있을지언정 니코틴 중독이 당연한

한다면, 계속해서 흡연자의 인간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비

몸이란 없다. ‘해로움 줄이기’ 정책의 경우 그것이 주는 과학

정상화 정책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발휘되길 기대하

적 혜택과 타협할 때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시도와 완전금연

는 것은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을 위한 동기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
다.(6) 정말 흡연자는 니코틴에서 벗어나 그 이전의 몸으로

4. 과학적 논쟁이 간과한 흡연의 경계선들: 인류학의 흡연지형학

돌이갈 수 없는 것인가? 혹시 그들을 니코틴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으로, 의학/보건학 영역이 아닌 인류학의 영역에

그래서 공급해줘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무리로 보는 것인

서 목격한 흡연의 지형학, 즉, 큰 경계선들에 대해 추가적으

아닌가? 그들을 순수한 니코틴 중독만은 편견 없이 인정하

로 이야기하려 한다. 하나는 ‘드럭푸드(drug food)’(혹은 워

자고 주장하며, 그 같은 중독을 초래한 시스템에도 관대해지

킹드럭(working drug))로서의 담배에 대한 언급이다. 인류

는 것은 아닌 것일까 반문한다(“non-judgemental of drug

학자 민츠는 설탕, 차, 초콜릿, 알코올과 함께 담배를 노동의

use and users, but equally non-judgemental of the sys-

고됨과 배고픔을 잠시 잊도록 해주는 것으로 보았다.(9) 같

tem that creates them”).(6)

은 맥락에서 담배는 노동자가 원래 능력보다 더 오래, 열심
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오래된 매개체,(10,11)

3. 또 다른 경계선 상상하기: 흡연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경계선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체계 속 지독한 압박과 권태로부터 짧은 화

궐련형 전자담배가 확산된 주된 이유로 지목되는 요인이

학적 휴식을 제공하는 도구로 소개되었다.(12) 다른 하나는

있다. 담배 냄새다.(7) 그런데, 과연 오직 ‘냄새가 적어서’ 궐

‘세입수단’으로서의 담배에 대한 소개다. 인류학자 베어 및

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일까? 아닐지 모른다. 그들은 기

싱어는 담배가 중독성 마약이 아닌 ‘합법적 중독’ 울타리 안

본적으로 ‘담배가 피우고 싶은 것’일지 모른다. ‘냄새’ 레이더

으로 받아들여진 이유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기

망에 의해 오염의 표식이 붙는 것을 꺼려했을 뿐 진정 원하

인한다고 보았다.(12) 즉, 17세기 말 전 유럽에서 흡연이 교

는 것은 ‘맛난’ 담배일지 모른다. 여기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회와 지배계층의 도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받

선택하는 일반적 이유와 다를 수 있을지 모른다. 즉, 금연을

아들여진 계기는 ‘도덕적 혁명’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담배를

위해 장난감 같은 ‘액상형’을 택한다면, 흡연을 위해 하이브

식민지 정책을 위한 경제적 토대이자 ‘새로운 세입수단’임을

리드 ‘궐련형’을 택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약화된’ 냄새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3) 이를 가리켜 The Cigarette

통해 흡연자가 담배를 즐기면서도 벗어나려한 경계선은 무

Century의 저자인 하버드 과학사학자 브랜트는 이제 ‘국

엇이었을까? 혹시 흡연갑질에 대한 모욕적 시선의 경계가

가’마저 담배에 의존성이 생겼음을 지적한다.(14) 정리하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기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울 때 단절되

인류학이 그려낸 흡연의 지도에서 담배는 고용주와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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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계선(세입의 도구로서)에서 철조망처럼-마치 한 번
갇힌 흡연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놓여 있다. 여기서, 금연

본고는 2018년 11월 2일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

이 중독의 영역을 넘어 담배 세금 영역으로 경계를 확장한다

서 개최된 ‘금연세션-금연과 전자담배’에서 발표된 토론문

면 이것은 의학이 아닌 ‘보건행정’의 몫일지 모른다.

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결론: 해롭지 않아도 오(염)물(질)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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