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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 저강도 흡연과 사망 위험간의 관련성
Maki Inoue-Choi, Linda M. Liao, Carolyn Reyes-Guzman, Patricia Hartge, Neil
Caporaso, Neal D. Freedman. Association of Long-term, Low-Intensity
Smoking With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in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AARP Diet and Health Study. JAMA Intern Med
2017;177(1):87-95.

자(HR: 1.64, 95% CI: 1.07-2.51) 및 1-10 CPD의 지속흡연
자(HR: 1.87, 95% CI: 1.64-2.13)에서 총 사망 위험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연관성은 여성과 남성에서 비슷했으며 흡연
과 관련된 다양한 사망 원인에서도 관찰되었다. 특히, 폐암
과의 관련성이 높았는데, ＜1 CPD와 1-10 CPD 군에서 각
각 HR 9.12 (95% CI: 2.92-28.47), HR 11.61 (95% CI: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 흡연자 중 하루 흡연량(cigarettes

8.25-16.35)이었다. 지속적으로 ＜1 또는 1-10 CPD의 담배

per day, CPD) 10개비 미만 흡연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

를 피우던 과거 흡연자들은 더 어린 나이에 금연할수록 위험

다. 그러나 저강도 흡연이 평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낮아졌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에 금연한 저강도 지속흡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평생비흡연자와 비교하여

연자의 HR은 ＜1 CPD에 대해 1.44 (95% CI: 1.12-1.85),

저강도(＜1 또는 1-10 CPD) 흡연의 총 사망 및 원인별 사망

1-10 CPD에 대해 1.42 (95% CI: 1.27-1.59)였다.

위험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평생 지속적 저강도 흡연자에서 비흡연자

연구 방법: 2004-2005년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으며 금연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AARP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있음을 보여주어 흡연량에 있어 위험을 간과할 수준은 없음

Diet and Health Study에 참여한 59-82세 290,215명을 대

을 확인하였다.

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흡연력은 설문을 통해 조사
되었다. 2011년 말까지 추적되었으며 콕스 비례 위험 모형
을 사용하여 나이, 성별, 인종, 교육수준, 신체활동, 음주를

2. 전자담배 사용과 국가수준의 금연율 변화

였다. 자료분석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9월 30일

Shu-Hong Zhu, Yue-Lin Zhuang, Shiushing Wong, Sharon E Cummins, Gary
J Tedeschi. E-cigarette use and associated changes in population
smoking cessation: evidence from US current population surveys. BMJ
2017;358:j3262.

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 미국 국민 수준에서 전자담배 사용 증가를 확인

연구 결과: 2004-2005년 설문지를 작성한 290,215명의 참

하고 및 금연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가자 중 남성은 168,140명(57.9%)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71

연구 방법: 국가 대표 표본을 이용한 조사로서 US Current

세(표준편차 5.3, 범위 59-82세)였다. 연구 참여 당시 ＜1 또

Population Survey-Tobacco Use Supplement (CPS-TUS)

는 1-10 CPD의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 2001-02, 2003, 2006-07, 2010-11, 그리고 2014-15 5개

일생 중 더 이른 시기에 많은 양을 흡연하였다고 답했다. 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자 담배 사용에 대한 자료는

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159명(9.1%)과 1493명(22%)은 담

2014-15 CPS-TUS (n=161,054)로부터 얻어졌다. 금연율은

배를 피우는 각 연령대마다 지속적으로 1-10 CPD를 흡연한

설문 12개월 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n=23,270)에서 조사되었

다고 보고했다.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1 CPD의 지속흡연

으며, 2014-15 CPS-TUS의 금연율은 2010-11 CPS-TUS

보정 후 총 사망 및 원인별 사망 위험비(hazard ratio, H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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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7,280) 및 이전의 3개 조사 결과와도 비교되었다. 금연

Tobacco Regulatory Science Program Conference에서 검

시도율과 함께 적어도 3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하는 것으로

색하였다. 검색에는 색인된 용어와 텍스트 단어가 포함되어

정의한 금연성공율을 조사하였다.

있는 데이터베이스부터 검색 날짜까지 출판된 기사에서 전자

연구 결과: 2014-15 조사에 참여한 161,054명의 응답자 중

담배와 전형적인 담배와 연관된 것을 포함하였다. 종단연구

22,548명이 현재 흡연자, 2136명이 최근 금연자였으며, 현

에서는 이전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된 담배흡연의 개시 또는

재 흡연자의 38.2%와 최근의 금연자의 49.3%가 전자 담배

이전 30일간의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된 이전 30일간의 담배

를 사용하였고, 11.5%와 19.0%는 현재(매일 또는 며칠간)

흡연과 연관된 교차비를 보고하였다. 검색을 통해서 6,959건

사용 중이었다. 전자담배 이용자는 비 이용자보다 금연시도

의 단독 연구가 찾았고 이 중 9개가 포함기준을 충족하였다.

가 높았으며(65.1% vs 40.1%, 변화율=25.0%, 95% 신뢰 구

논문의 질과 bias의 위험은 각각 Newcastle-Ottawa Scale과

간=23.2%-26.9%), 금연성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보였다

Risk of Bias in Non-randomized Studies of Interventions

(8.2% vs 4.8%, 3.5%, 2.5%-4.5%). 2014-15 조사의 전체 인

tool으로 평가하였다. 무작위 효과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데

구 금연율은 2010-11 조사에 비해서 현저히 높았으며(5.6%

이터 및 추정치를 수집하였다.

vs 4.5% for 2010-11, 변화율=1.1%, 95% 신뢰 구간=0.6%

주요 결과 및 측정: 비흡연자 중, 처음과 경과 관찰사이의 흡

-1.5%), 다른 조사년도 금연율(4.3-4.5%)에 비해서도 높았

연의 시작. 지난 30일간 흡연을 하지 않았지만 전자담배를

다.

사용한 대상자 중 추적 관찰에서 30일간의 흡연

결론: 미국의 성인 흡연자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상

연구 결과: 17,389명의 대상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대는 14

당히 증가한 것은 국가 수준의 금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세부터 30세까지이며, 56.0%는 여성이었다. 흡연을 시작할

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전자담배 및 금연 중재

확률은 기존 전자 담배 사용자의 경우 30.4%, 전자 담배를

계획에 관한 규제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사용하지 않은 경우 7.9%였다. 경과 관찰 중 30 일간의 흡연

다.

확률은 이전 30일간의 전자 담배 사용한 경우 21.5%, 이전
30 일간 전자 담배 사용자가 아닌 경우 4.6%였다. 흡연에 대

3.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전자 담배의 초기 사용
과 이후 담배 흡연과의 연관성: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Samir Soneji, Jessica L. Barrington-Trimis, Thomas A. Wills, Adam M.
Leventhal, Jennifer B. Unger. Association Between Initial Use of
e-Cigarettes and Subsequent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Pediatr. 2017;171(8):788-797.

한 인구학적, 심리사회적 및 행동학적 위험요인을 모두 보정
한 이후, 전자 담배 사용자가 아닌 경우과 비교해 전자 담배
사용자의 흡연 시작에 대한 교차비는 3.62 (95% CI,
2.42-5.41)였다. 이전 30 일간으로 전자담배 사용 기간을 한
정해서 본 경우에도 전자 담배 비사용자에 비해 전자담배 사
용자의 경과 관찰에서 30 일 동안 흡연 시작의 교차비는 4.28
(95% CI, 2.52-727)이었다. 연구들 사이에서 중증도 이질성
이 관찰되었다 (I2=60.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자담배의 공중보건영향은 부분적으로

결론: 전자담배사용은 최초 흡연시작 및 경과 관찰 30일간

전자 담배 사용이 담배흡연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흡연 시작에 대한 더 큰 위험과 연관된다. 강력한 전자담배

에 의존한다. 전자 담배의 초기 사용과 이후 담배 흡연을 평

규제는 잠재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사용을 억제 할 수

가한 종단연구의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한다.

있으며 향후 흡연인구의 줄일 수 있다.

연구 방법: 2017년 2월 7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Web of Science,
the 2016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22nd Annual Meeting abstracts, the 2016 Society of
Behavioral Medicine 37th Annual Meeting & Scientific
Sessions abstracts, 2016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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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과 관련된 ‘잃어버린 즐거움’의 중요성의
재평가: 사회복지 및 정책에 대한 관점

연구 결과: 현재 흡연자의 80% 이상이 금연을 못하는 것과
중독을 인지하고 흡연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높은
(22.5%) 또는 매우 높은(59.8%) 불만을 나타냈다. 높은 수준

Terry Frank Pechacek, Pratibha Nayak, Paul Slovic, Scott R Weaver, Jidong
Huang, Michael P Eriksen. Reassessing the importance of ‘lost pleasure’
associated with smoking cessation: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and
policy. Tob Control 2017;0:1-9.

불만 수준이 낮은(5.9%) 또는 매우 낮은(3.6%) 흡연자와 비

연구 목적: 담배 규제에 대한 기회비용적 분석에는 지속적

교할 때, 불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유지/나쁨

인 흡연에 대한 흡연자의 추정치가 포함된다. 일부 연구는

(AOR=2.3)으로 인식하고, 현재 폐암(AOR=4.6)에 대해서

지속적인 흡연과 관련된 주관적인 감정에 초점을 둔다. 이

걱정을 하고, 미래에 폐암(AOR=5.1)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불만과 후회가 어떻게 위험 인지와 건

다.

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향이 있는 흡연자의 비율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미국 성인 흡연자 1,284명에 대한

은 중독되고, 불만을 호소하고 금연을 원하고 흡연을 시작한

전국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

것을 후회하는 흡연자에 의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불

문조사에는 후회, 금연하고자 하는 의도, 중독과 위험 인식

만이 있는 흡연자들은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인 흡연에 의한

및 건강 문제를 포함하였다. 흡연자의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

건강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상당

을 알아보고자 사회인구학 및 건강 상태를 보정한 다변량 로

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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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만은 성별, 연령, 인종/민족, 교육 또는 수입(adjusted
odds ratios [AORs] 0.5-1.2)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