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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금연과 전자담배
이언숙(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대한금연학회 간행이사)

전자담배라는 용어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

있다. 하지만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과

배(가열담배)가 있는데 이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2) 이는 여

종류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니코틴

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강력한 금연

액을 흡입하는 것이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는 담뱃

정책을 시행할 때 금연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

잎을 찌는 방식으로 흡입하는‘담배’
이다. 대한금연학회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3) 정책 시행할 때 고려해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가열 담배로

야 할 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동서울 터미널의 실외

명명하고 가열담배에 대한 입장문을 낸 바가 있다.(1) 하지

흡연시설 이전을 통한 간접흡연 감소 효과”
에서도 흡연시

만, 대부분 두 가지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

설의 위치에 따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노출의 정도가 달

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이용하여 일부 담배 회사에서는 잘못

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손 등의 연구는 과거흡연자에서 10년 이상 금

세계 금연 진영은 전자 담배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진영으

연한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인 고감도 C반응 단백 증

로 나뉘어 있다. 전자담배는 흡연자들의 금연 기회를 빼앗

가의 위험이 의미 있게 더 낮아지는 것을 보여줘서 금연이

고, 청소년의 흡연 gateway로 작용한다고 우려하는 진영과

심혈관질환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 국내

전자담배의 해로움 줄이기(harm reduction)라는 순기능을

에서 금연 관련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

강조하는 진영이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더 많이 지지를

면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완전 금연의 필요성을 보여

받고 있지만 후자를 지지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한국 사회의

주는 국내 자료의 의미가 있다.

흡연율을 줄이고 일반 인구집단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내에 적절한 금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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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다양한 서로의 주장을 논의하
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본 호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이
하 전자담배)에 대해 해로움 줄이기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전자담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학회 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금
연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 호에 게재된 “담뱃값과 온라인 전자담배 검색 인기”는
담뱃값 인상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라는 용어
검색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이다.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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