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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cigarettes are tobacco products that contain e-liquid with various nicotine
contents.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behaviors and factors related to nicotine usage among
e-cigarette users.
Methods: Among 2,387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nationwide survey of 14
universities of Korea in 2015, 759 ever-smokers were analyzed. Ever dual users of combustible
cigarettes and e-cigarettes (EDUs) were defined as current users of combustible cigarettes and
ever-users of liquid e-cigarettes. The “total daily tobacco use” was the sum of “cigarettes
smoked” and “the number of e-cigarette inhalations converted to the number of cigarettes.”
Simple linear regression for the “monthly amount of e-liquid (mg/month)” was performed.
Results: A total of 322, 162, and 94 participants were EDUs, single cigarette users, and single
e-cigarette users, respectively. EDUs used more cigarettes and less e-cigarettes. In terms of total
daily tobacco use, 83.9% of dual users and 18.7% of e-cigarette users smoked more than 10
cigarettes daily (P＜0.001). Many EDUs wanted to quit smoking cigarettes but not e-cigarettes.
The nicotine dependence of EDUs was 3.2 (standard deviation [SD] 2.2) by cigarette amount
and 4.0 (SD 2.3) by total daily tobacco use, including e-cigarettes. After adjusting for sex and
age, e-liquid nicotine concentration (mg/ml, β=373.11, P=0.003) and e-liquid nicotine
amount (mg, P＜0.00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monthly amount of e-liquid.
Conclusion: We calculated the amount of nicotine consumed by e-cigarette users. EDUs had
a higher total amount of tobacco use with e-liquid.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to increase awareness of e-liquid nicotine consumption among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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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제품도 담배로 정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이 2021년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5)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

‘합성니코틴’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닌 상황으로,(6) 액상형 전자

템(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으로 정의하

담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였고, 이는 니코틴 농축액을 기화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기기로

있다.

2003년 중국 루엔사에서 개발한 뒤 한국에 2007년 들어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였다.(1)

액상형 전자담배는 구매자가 니코틴 함유량을 선택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15년 공명 원탁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현재흡연율은 남

회의에서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을 사용자가 조절할 경우 인

자 34.0%, 여자 6.6%이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체 유입량 예측이 어려워 니코틴 노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

48.3%보다 감소했으나, 여자는 6.3%보다 다소 높아졌다. 또한

렵다고 하였다.(7) 니코틴 과다 사용 위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

성인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13년부터 2020년 동안

이다. 고용량 니코틴 노출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근을

남자는 2.0%에서 5.2%로, 여자는 0.3%에서 1.1%로 높아졌다.

차단할 수 있다. 니코틴은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

단, 남자는 2018년 7.1%보다, 여자는 2019년 1.4%보다 다소

을 통과하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오심, 구토, 심한 경우

감소한 상황이며,(2)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서맥, 발작, 호흡저하로 진행될 수 있다.(8)

(E-cigarette or vaping associated lung injury, EVALI)으

일반 궐련담배(combustile cigarette, 이하 궐련)는 10-15

로 인한 2019년 9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액상형 전자담배

mg의 니코틴을 함유하는 반면,(9) 전자담배 액상에는 일반적으

사용 자제 권고와 2019년 9월 20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사

로 ml당 10-20 mg의 니코틴이 들어있다. 그런데, 니코틴 치사

용 자제 권고의 영향일 수 있다.(3)

량(lethal dose)은 성인에서 60 mg 이하로 그리 높지 않다.(10)

이 연구 설문이 시행된 2015년 당시는 2014년 하반기 담뱃

이와 같이 전자담배 사용 시 니코틴 용량에 주의가 필요하나,

값 인상 발표 후 시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 ENDS)

흡입 시 니코틴 사용량 측정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나아

의 전년 대비 수입 중량은 348.2% 증가, 수입 금액은 342.0% 증

가 전자담배와 궐련 간 사용량을 취합하거나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하였다. 리필 액상(e-liquids)도 전년 대비 수입량 283.8%,

공통된 측정 방법이 필요하나, 궐련에서 사용되는 단위인 개비

수입금액 344.5%이 증가하여 판매가 확대되는 시기였다.(2) 이

혹은 갑년(pack-year)은 단위가 달라 전자담배 사용량과 합칠

후 2016년 현재사용률은 남자 4.2%, 여자 0.4%이었고, 2017년

수 없다.

남자 4.4%, 여자 0.9%로 증가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만19세-29

전자담배는 궐련처럼 태우는 정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흡연

세 여자의 경우 2016년 0.2%에서 2017년 2.9%로 크게 증가했

자가 어느 정도를 피웠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실험 분석을

다.(4) 단, 조사가 이루어진 2015년은 국내에 2017년 궐련형 전

위해 제시된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

자담배, 2019년 쥴(JUUL) 전자담배가 출시되기 이전으로, 주로

dardization) 사례에 따르면, 흡연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

리필형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던 시점이며, 이 연구에

기 위한 표준조건 중 흡입빈도(puff frequency)를 10회로 지정

서는 리필형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회용 전자담배를 포함하였다.

한 바,(11) 이를 이용하여 전자담배 10회 흡입(puff)를 일반 궐

이후 ‘전자담배’라 함은 이를 지칭한다.

련 1개비로 환산한 연구 사례를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궐련 및

현재도 편의점 판매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리필용 폐쇄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분석에서 전자담배 10회 흡입을 궐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의 하이브리드 제품과 같은

련 1개비로 환산하여 전자담배 연기 중 니코틴 함량을 측정하였

신종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멘톨, 과일향 등 가향

으며,(12) 한국소비자원(2015)에서도 기체상 니코틴 함량 측정

액상이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유사담배’에 대한 법

시 궐련 1개비를 피울 때 약 10회의 흡입이 이루어지므로 전자

적인 담배의 정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법상 ‘담배

담배 10회 흡입과 궐련 1개비를 비교하였다.(13) 전자담배 사용

잎’ 사용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여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

자의 전자담배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급성효과를 연구한

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속하지

Vansickel 등(2010) 연구도 전자담배를 궐련과 유사하도록 측

않았던 맹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연초 줄기와 뿌리’니코틴

정 시 전자담배 10회 흡입, 30초 흡입 사이 간격(interpuf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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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val)으로 설계한 바 있다.(14)

국 남녀 대학생에 대해 자발적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

니코틴 사용량 측정을 시도한 선행연구로, Lechner 등(2015)

여 서면으로 자가 기입 설문을 실시한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

은 전자담배 사용 기간, 하루 동안 흡입횟수, 카트리지의 니코틴

구이며,(18)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과제

양(mg)을 측정한 바 있으나,(15) 전자담배 액상 용액 부피나 카

승인번호 Y-2019-0060). 설문에 참여한 2,387명 중 지금까지

트리지 사용시간을 조사하지 않아 니코틴 총량을 알 수 없었다.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여부에 ‘예’로 응답하고, 현재 궐

Lee 등(2018)은 미국 켄터키 내 9개의 전자담배 판매점을 방

련 흡연 여부(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 피움), 전자담배를 한 번

문한 80명 중 전자담배 첫 사용자를 제외한 78명을 대상으로 하

이라도 사용한 경험 여부(예, 아니오)에 모두 응답한 759명을 연

루에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 용량과 니코틴 농도에 한 달 동안

구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전자담배 이용일수를 곱하여 ‘한 달간 총 니코틴 사용량(mg/
month)’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단독사

2. 변수

용자가 67명, 중복사용자가 11명으로 중복사용자 수가 적었으

연구 참여자의 흡연양상은 ‘궐련 단독사용자, 전자담배 단독

며, 궐련 흡연량, 전자담배의 하루 평균 사용횟수 또는 한번 사용

사용자, 궐련 과거흡연자, 이중사용경험자(Ever dual users of

시 흡입횟수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16)

combustile and e-cigarette, EDU)’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Cotti 등(2018) 연구에서는 담뱃세를 통해 구매제품 종류와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자를 대상으로 현재 궐련 흡연

액상의 양, 담배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을 측정한 바 있으나, 개인

중이면서(매일 또는 가끔 피운 자) 전자담배를 한 번이라도 사용

의 구매량이 아닌 가구당 구매량이며 니코틴 함량이 없는 전자

한 경험이 있는 자를 ‘이중사용경험자(EDU)’로, 전자담배 사용

담배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17)

경험이 없는 자를 ‘궐련 단독사용자’로 정의하였다. 궐련 과거 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양한 니코틴 용량의 액상을 전자기기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담배제품이며, 궐련과 중복사용도 흔하다.

용자 중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자를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없는 자는 ‘궐련 과거흡연자’로 하였다.

그러나 액상 니코틴 사용량 관련 행태와 요인에 대한 조사는 충

현재/과거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은 연속형으로 조사되었

분치 않다. 또한, 궐련 흡연자의 경우 금연을 위한다는 이유로 액

다. 매일 흡연하는 경우 지난 24시간 동안 흡연량, 가끔 흡연하

상형 전자담배를 찾지만 그 중 다수가 이중사용자가 되거나 번

는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총 흡연량을 지난 한 달 동안 총 흡연일수

갈아가며 사용하며 담배를 끊을 수 없게 된다.(16) 궐련이나 전

로 나눈 값을 평균하여 현재 흡연자의 일일 평균 흡연량을 산출

자담배 중 한 가지만 사용하는 단독사용자와, 궐련 및 전자담배

하였다. 과거 흡연자의 일일 평균 흡연량은 과거 흡연 시 하루 평

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중사용경험자에 대한 니코틴 의존도와

균 흡연량으로 조사하였다.

금연의도 조사도 필요하다.

평생 흡연량은 일일 평균 흡연량에 흡연 기간을 곱하는 방법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흡연경험자를 대상으로 궐련

으로 궐련 단독사용자(현재흡연자)와 궐련 과거흡연자의 갑년

흡연량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량을 합산한 ‘일담배사

(pack year, PY) 변수를 생성하였다. 갑년의 계산방법은 하루

용총량(total daily tobacco use)’을 시범적으로 추정해 보고

흡연량(갑) 곱하기 흡연 기간(년)이다(Number of Pack Years

자 한다. 또한, 액상에 함유된 니코틴 용량과 병당 사용기간을 고

=Packs smoked per day×Years as a smoker). 매일 흡연하

려하여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mg/month)’을 계산하고, 관련

는 경우 매일 피운 기간(년, 월), 과거 흡연인 경우 흡연기간(년,

된 담배사용 행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월)은 모두 연 단위로 변환하였다. 가끔 흡연하는 경우는 흡연기
간이 조사 되지 않아 매일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만 갑년을 계산

방

법

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리필형 액상형 전자담배, 일회용 전자담배

1.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포함)의 흡연량은 하루 평균 사용횟수(회), 전자담배 한번 사용

이 연구는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담배제

시 흡입 횟수(회)로 조사하였고, 이들을 곱하여 전자담배 하루 총

품 사용 양상 역학조사를 위해 2015년 서울, 경기, 경북, 경남,

흡입횟수를 도출하였다. 전자담배 하루 총 흡입횟수를 10회로

부산, 충북, 대전, 전주, 광주, 제주에 위치한 14개 대학교에서 전

나누어 궐련 개비 수로 환산하였다. 이중사용경험자의 경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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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평균 흡연량(개비)과 전자담배 하루 총 흡입횟수를 10으로 나

결

과

눈 흡연량(개비)을 합하여 ‘일담배사용총량(total daily tobacco use)’을 산출하였다.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정도에 대하여 지난 30일 동안, 궐련
을 피울 때 담배연기를 들이마신 정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사
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759명(남 596명, 여 163명)으로, 이중사용
경험자 322명, 궐련 단독사용자 162명이었다. 전자담배 단독사
용자는 94명, 궐련 과거흡연자는 181명이었다.
남녀 모두 이중사용경험자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모든 학

전자담배 액상 1병의 순수 니코틴 용량은 0 mg, 1-3 mg, 4-6

년(1학년 57.8%, 4학년 40.8%, 평균연령 21.7세)에서, 여자는

mg, 7-12 mg, 18 mg 또는 18 mg 이상으로 조사했고, 액상의

저학년에서 이중사용경험자가 많았다(평균연령 20.3세). 고학

니코틴 농도(mg/ml)는 선행연구(15)에서 제시된 바, 순수 니코

년이 될수록 과거흡연자가 많았는데 여자에서 특징적이었으나

틴 용량(mg)을 전자담배 액상(ml) 부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

(1학년 34.4%, 4학년 43.3%), 흡연 양상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하였다. 전자담배 액상 용량(ml)은 1병 구입 시 용량(ml) (20 ml,

아니었다. 여자에서 이중사용경험자 분포는 제주도와 서울이 유

25 ml, 30 ml, 40 ml, 기타로, 환경요인으로 친한 친구 중에 담

의하게 많았다.

배를 피우는 친구의 수(없음, 몇 명, 대부분, 모두), 인구사회학적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는 흡연 양상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한

특성으로 성별,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역을 이용

차이가 있었다. 이중사용경험자는 친한 친구 ‘대부분’, ‘모두(남

하였다.

66.7%, 여 75.0%)’가 흡연한다고 하였고, 과거흡연자는 ‘없음

니코틴 의존도는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남, 여 75.0%)’이 많았다(P＜0.001) (표 1).

(FTND)를 안희경 등(2002)이 수정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지난 30일 동안 궐련을 피울 때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다.(20)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은 0-10점이다. 총점이 높을

고 한 경우는 이중사용경험자에서 30.3%로 많았고, 궐련 단독

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으며, 0-3점 이하는 낮은 의존, 4-6점

사용자에서는 16.5%였다(P=0.003). 흡연 갑년(pack-years)

은 중등도 의존, 7점 이상은 높은 의존을 의미한다.

은 현재흡연자에서는 흡연 양상과 관련이 없었으나, 과거흡연자

한 달간 총 니코틴 사용량(mg/month)은 니코틴 양을 추정하

중에서도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에서 4.0갑년 초과인 경우가 많

는 선행연구(13)에 따라, 액상 1병의 소요기간을 한 달(30일)로

았다(21.3%, 궐련 과거흡연자 5.5%, P=0.001). 궐련 하루 평균

나누어 한 달 동안 사용되는 액상 병 수를 도출하고, 이에 한 병당

흡연량은 10개비 초과가 이중사용경험자에서 40.8%로 많았고,

순수 니코틴 용량(mg)을 곱하여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monthly

궐련 단독사용자에서는 18.7%였다(P＜0.001). 전자담배 하루

amount of e-liquid) (mg/month)’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 사용 횟수 및 한번 사용 시 흡입 횟수는 이중사용경험자에

액상 1병 소요기간이 10일이고 1병에 넣은 순수 니코틴 용량이

서 적고,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에서 많은 편이었다(P=0.003,

5 mg이면, ((30일/월)/(1병/10일))×(5 mg/병)=15 mg/month

P=0.024).

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하루 평균 사용 횟수(회)와 한 번 사용 시 흡
입 횟수를 곱한 뒤, 이를 10회로 나누어 개비 수로 환산하였을 때

3.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궐련 및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중복 사용

10개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중사용경험자에서 15.5%, 전자담
배 단독사용자에서 40.0%였다(P=0.001).

과 흡연량, 니코틴 사용량, 흡연 행태의 분포와 기술통계를 제시

‘일담배사용총량(궐련＋전자담배)’은 ‘궐련 하루 평균 흡연량’

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피셔의 정확도 검

과 ‘궐련 개비 수로 환산한 전자담배 총 흡입횟수’를 합한 값으로,

정(Fisher’s exact test)을 시행하였다. 무보정 및 연령, 성별 보

10개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중사용경험자에서 83.9%, 전자담

정 두 가지 모형의 단순회귀분석으로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

배 단독사용자에서 18.7%로 이중사용경험자의 담배 소비량이

(mg/month)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SAS 9.4 version을 이용

많았다(P＜0.001) (표 2).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0.05로 하였다.

이중사용경험자에서 ‘일담배사용총량’이 10개비를 초과하는
경우, ‘매우 끊고 싶다’고 하는 금연의도는 궐련에서는 26.1%였
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의도는 19.8%였다. 반면, ‘끊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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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igarette and liquid e-cigarette smoking pattern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tudy participants
(n=754).
Men (N, %)
Ever dual
users*
(N=294)

Cigarette only E-cigarette*
users
only users
(N=114)

Age (years)_
21.7 (2.1) 22.1 (2.1)
Mean (SD)
Grade
Total
295
113
1st
59 (57.8)
14 (13.7)
2nd
96 (55.2)
28 (16.1)
3rd
89 (46.1)
42 (21.8)
4th
51 (40.8)
29 (23.2)
Area
Total
261
99
Seoul
20 (45.5)
7 (15.9)
Gyeonggi
45 (47.4)
11 (11.6)
Gangwon
21 (46.7)
8 (17.8)
Chungcheong 22 (56.4)
7 (18.0)
Jeolla
27 (44.3)
17 (27.9)
Gyeongsang
39 (55.7)
12 (17.1)
Jeju
4 (57.1)
0 (0.0)
Busan
83 (50.6)
37 (22.6)
†
Number of close friends who smoke
Total
291
111
None
0 (0.0)
1 (12.5)
A few
112 (39.3)
58 (20.4)
Mostly
165 (60.7)
49 (18.0)
All
14 (66.7)
3 (14.3)

Women (N, %)
Former
cigarette
users

Total P value

Former
Ever dual Cigarette E-cigarette*
cigarette Total P value
users* only users only users
users

(N=69)

(N=114)

(N=46)

(N=28)

21.8 (1.8)

22.1 (2.1)

591

0.268 20.3 (1.6) 20.3 (1.6) 20.1 (1.7) 20.5 (1.6) 163

0.714

71
9 (8.8)
22 (12.6)
28 (14.5)
12 (9.6)

115
20 (19.6)
28 (16.1)
34 (17.6)
33 (26.4)

594
102
174
193
125

0.065

46
28
12 (37.5) 5 (15.6)
23 (33.3) 13 (18.8)
4 (12.9) 5 (16.1)
7 (23.3) 5 (16.7)

22
4 (12.5)
9 (13.0)
4 (12.9)
5 (16.7)

66
162
11 (34.4) 32
24 (34.8) 69
18 (58.1) 31
13 (43.3) 30

0.523

63
6 (13.6)
13 (13.7)
7 (15.6)
6 (15.4)
7 (11.5)
5 (7.1)
2 (28.6)
17 (10.4)

102
11 (25.0)
26 (27.4)
9 (20.0)
4 (10.3)
10 (16.4)
14 (20.0)
1 (14.3)
27 (16.5)

525
44
95
45
39
61
70
7
164

0.46

46
6 (40.0)
9 (26.5)
0 (0.0)
0 (0.0)
4 (26.7)
16 (36.4)
4 (57.1)
7 (24.1)

21
58
150
1 (6.7)
6 (40.0) 15
5 (14.7) 17 (50.0) 34
2 (100.0) 0 (0.0)
2
0 (0.0)
3 (75.0)
4
1 (6.7)
4 (26.7) 15
9 (20.5) 12 (27.3) 44
0 (0.0)
3 (42.9)
7
3 (10.3) 13 (44.8) 29

0.039

71
1 (12.5)
36 (12.6)
33 (12.1)
1 (4.8)

113
6 (75.0)
79 (27.7)
25 (9.2)
3 (14.3)

586 ＜0.001‡
46
27
23
8
0 (0.0)
2 (12.5) 2 (12.5)
285
13 (14.8) 18 (20.5) 13 (14.8)
272
27 (54.0) 7 (14.0) 7 (14.0)
21
6 (75.0) 0 (0.0)
1 (12.5)

25
2 (13.3)
3 (8.8)
0 (0.0)
1 (25.0)
6 (40.0)
7 (15.9)
0 (0.0)
6 (20.7)

(N=23)

(N=66)

66
162 ＜0.001‡
12 (75.0) 16
44 (50.0) 88
9 (18.0) 50
1 (12.5)
8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Ever dual users of combustile and e-cigarette (EDU): Ever dual users are users of combustile cigarette and ever-users of liquid e-cigarettes. All e-cigarettes are liquid
e-cigarettes.
†
Number of close friends who smoke.
‡
P value: Fisher’s exact-test.

않다’는 궐련에서는 13.0%였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39.5%

소요시간’은 이중사용경험자의 42.0%,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의

로 높았다. 즉, 이중사용경험자들은 궐련은 금연하고 싶으나 액

58.3%가 1-2일이라 하였고, 30일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각각

상형 전자담배는 끊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표 3).

14.0%, 16.7%). 지난 한 달간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이 0 mg인

‘전자담배 액상 한 병의 순수 니코틴 용량’은 이중사용경험자,

사용자는 이중사용경험자의 11.3%,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의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모두 1-6 mg이 많았으나(75.2%, 69.2%),

25.0%였고, 75 mg 이상 사용자는 중복사용군의 27.8%, 전자담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에서는 니코틴이 없는 액상을 사용한다는

배 단독사용자군의 8.3%였다(부록표 1).

응답이 많았다(23.1%). ‘액상 니코틴 농도’는 이중사용경험자에

니코틴 의존도에서, 아침에 첫 담배를 피우기까지의 시간이 5

서 0.2 mg/ml 초과가 25.2%로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8.3%보다

분 이내라는 응답은 이중사용경험자가 17.8%로 가장 많았고 전

많았다. ‘전자담배에 액상을 가득 주입한 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자담배 단독사용자는 8.0%였다(P=0.002). 이중사용경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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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igarette and liquid e-cigarette smoking patterns and tobacco use amount in university students (n=548).
Ever dual
users*

Degree of inhalation of cigarette smoke

Pack years of smoking
(cigarette, current smokers)

Pack years of smoking
(cigarette, former smokers)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
(cigarette)

Number of inhalations per e-cigarette use
(times)

Average number of e-cigarettes use per day
(times)

The amount of e-cigarette consumption
converted to the number of cigarettes
‡
inhaled (cigarettes)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e-cigarettes)
§
(cigarettes)

No smoking in 30 days
Hardly inhale
Breath a little
Moderately inhale
Deeply inhale
≤0.5
0.5＜PYR≤1.0
1.0＜PYR≤2.0
2.0＜PYR≤3.0
4.0＜PYR
≤0.5
0.5＜PYR≤1.0
1.0＜PYR≤2.0
2.0＜PYR≤3.0
4.0＜PYR
≤1
1＜-≤2
2＜-≤5
5＜-≤10
10＜
≤4
4＜-≤9
9＜-≤14
14＜
≤1
1＜-≤4
4＜-≤10
10＜-≤50
50＜
≤1
1＜-≤2
2＜-≤5
5＜-≤10
10＜
≤2
2＜-≤5
5＜-≤10
10＜

Cigarette only E-cigarette*
Former
users
only users cigarette users Total

N (%)

N (%)

N (%)

N (%)

5 (1.5)
24 (7.1)
206 (61.1)
102 (30.3)
30 (11.8)
37 (14.5)
57 (22.4)
64 (25.1)
67 (26.3)
9 (3.0)
12 (4.0)
26 (8.7)
130 (43.5)
122 (40.8)
32 (28.6)
49 (43.8)
22 (19.6)
9 (8.0)
25 (23.6)
26 (24.5)
29 (27.4)
21 (19.8)
5 (4.7)
32 (31.1)
19 (18.5)
21 (20.4)
15 (14.6)
16 (15.5)
0 (0.0)
1 (1.1)
14 (15.1)
78 (83.9)

2 (1.5)
20 (15.0)
89 (66.9)
22 (16.5)
15 (22.4)
8 (11.9)
17 (25.4)
14 (20.9)
13 (19.4)
10 (9.4)
9 (8.4)
23 (21.5)
45 (42.1)
20 (18.7)
19 (17.8)
23 (21.5)
45 (42.1)
20 (18.7)

78 (100.0)
25 (41.0)
9 (14.8)
7 (11.5)
7 (11.5)
13 (21.3)
2 (16.7)
6 (50.0)
3 (25.0)
1 (8.3)
1 (10.0)
3 (30.0)
2 (20.0)
2 (20.0)
2 (20.0)
2 (20.0)
3 (30.0)
0 (0.0)
1 (10.0)
4 (40.0)
5 (50.0)
0 (0.0)
1 (10.0)
4 (40.0)

62 (68.1)
13 (14.3)
9 (9.9)
2 (2.2)
5 (5.5)
-

78
7
44
295
124
45
45
74
78
80
87
22
16
9
18
19
21
49
175
142
34
54
25
10
26
29
31
23
7
34
22
21
16
20
24
24
60
102

P value
0.003

0.189

0.001

＜0.001

∥

0.024

∥

0.003

0.001∥

＜0.001∥

Abbreviations: PYR, Pack Years.
*Ever dual users of combustile and e-cigarette (EDU): Ever dual users are users of combustile cigarette and ever-users of liquid e-cigarettes. All e-cigarettes are liquid
e-cigarettes.
†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cigarettes): in daily smokers or occasional smokers.
‡
Converting 10 inhalations of e-cigarettes to 1 cigarette.
§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e-cigarettes) (cigarettes): The sum of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cigarettes)’ and ‘the amount of e-cigarette
consumption converted to the number of cigarettes inhaled (cigarettes)’.
∥
P value: Fisher’s exac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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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it intention according to the total daily tobacco use in ever dual users* of cigarette and e-cigarette (n=178).
Smoking amount (cigarettes)

Intention to quit cigarette
Very much want to quit

Want to quit

Don’t want to quit

Very unwilling to quit

1 (1.1)
9 (9.8)
40 (43.5)
50 (54.4)

0 (0.0)
1 (1.1)
12 (13.0)
13 (14.1)

0 (0.0)
1 (1.1)
1 (1.1)
2 (2.2)

†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e-cigarettes)
≤5
6-10
＞10
Total (N=92)
Smoking amount (cigarettes)

0 (0.0)
3 (3.3)
24 (26.1)
27 (29.4)

Intention to quit liquid e-cigarette
Very much want to quit

Want to quit

Don’t want to quit

Very unwilling to quit

1 (1.2)
6 (7.0)
21 (24.4)
28 (32.6)

0 (0.0)
1 (1.2)
34 (39.5)
35 (40.7)

0 (0.0)
3 (3.5)
1 (1.2)
4 (4.7)

†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e-cigarettes)
≤5
6-10
＞10
Total (N=86)

0 (0.0)
2 (2.3)
17 (19.8)
19 (22.1)

*Ever dual users of combustile and e-cigarette (EDU): Ever dual users are users of combustile cigarette and ever-users of liquid e-cigarettes. All e-cigarettes are liquid
e-cigarettes.
†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e-cigarettes) (cigarettes): The sum of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cigarettes)’ and ‘the amount of e-cigarette
consumption converted to the number of cigarettes inhaled (cigarettes)’.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obacco use patterns and the monthly liquid nicotine usage* for liquid e-cigarettes in university students (n=109).
Variables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cigarette)
Duration of daily smoking (years)
Average number of e-cigarettes use per day (times)
Nicotine concentration of the e-cigarette liquid (mg/ml)
The amount of nicotine in a bottle of e-cigarette liquid (mg)
Time required to use all 1 bottle of e-cigarette liquid (days)
Total score on the nicotine dependence test
†
Total daily tobacco use(cigarettes＋e-cigarettes)

Unadjusted simple regression

N
89
88
103
109
109
109
103
88

Sex, age adjusted simple regression

β

SE

P value

β

SE

2.22
14.56
0.44
379.20
14.96
−0.70
9.67
0.21

2.55
6.89
0.34
119.79
4.12
0.49
8.97
0.39

0.387
0.037
0.199
0.002
＜0.001
0.152
0.283
0.584

2.33
16.80
0.41
373.11
14.63
−0.70
7.93
0.20

2.56
8.64
0.35
120.86
4.13
0.48
9.10
0.39

P value
0.366
0.055
0.236
0.003
＜0.001
0.150
0.385
0.619

Abbreviations: SE, standard error.
*Monthly liquid nicotine usage: the amount of nicotine consumption in liquid e-cigarette per month (mg/month).
†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e-cigarettes) (cigarettes): The sum of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cigarettes)’ and ‘the amount of e-cigarette
consumption converted to the number of cigarettes inhaled (cigarettes)’.

경우, 하루 흡연 담배 개비 수를 궐련으로만 구분했을 때는 31개

흡연자 1.2점이었으며(P＜0.001), 일담배사용총량을 추정한

비 이상이 11.8%뿐이었으나, 전자담배 흡연량을 환산하여 일담

결과에서는 4.0점(표준편차 2.3)으로 3.2점보다 높았다(부록표

배사용총량 즉 하루 평균 궐련＋전자담배 총 흡연량을 추정한 결

2). 남녀 간 총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과에서는 15.1%였다.

단순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에서 성, 연령 보정

니코틴 의존도 총점은 이중사용경험자 3.2점(표준편차 2.2),

후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mg/month)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궐련 단독사용자 2.4점,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1.8점, 궐련 과거

담배사용 행태는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농도(mg/ml,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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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1, SE=120.86, P=0.003)와 액상 1병의 니코틴 용량(mg,

해, 이 연구에서는 이중사용경험자의 ‘일담배사용총량’이 더 많

P＜0.001)이었다. 매일 피운 기간은 무보정 단순회귀분석에서

은 것으로 보여 차이가 있었다. Lee 등의 연구에서는 이중사용

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성, 연령 보정 후 관련성이 약

자가 적고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자가 많은데,(16) 이 연구

해졌다(P=0.055). 액상 1병 모두 사용에 걸리는 시간은 역의 관

는 반대로 최근 현실에서는 궐련과 전자담배를 모두 경험한 흡

련성 방향이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4).

연자, 특히 고도흡연자(heavy smoker)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볼 수 있다.

고

찰

Rigotti 등(2015)은 고도흡연자(heavier smokers)일수록 전
자담배를 더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22) 본 연구 결과에서 이

연구참여자 중 흡연경험자 759명에서, 이중사용경험자가

중사용경험자는 흡연량도 많고 니코틴 의존도도 높은 양상을 보

3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궐련 단독사용자 162명, 전자담배

여, 이들의 니코틴 노출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사용자 94명, 궐련 과거흡연자가 181명이었다. 이중사용

나아가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

경험자는 궐련 흡련량이 많고, 전자담배 사용 횟수는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의 기준을 ‘전자담배 사
용 경험여부’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도가 높아져 금연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져 왔으나,(23)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경험 시 금연의도마저 낮으므로, 궐련과 전자
담배 이중사용경험자를 위한 금연 전략 개발 역시 시급하다.

가 적게 나타났고, 국내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

이 결과는 단면조사연구이므로 중복사용자들이 액상형 전자

사에서도 청소년 및 성인에서 중복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담배와 궐련 중 어느 쪽을 먼저 사용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

Bunch 등(2018) 연구(21)에서도 18세 이상의 스페인 바르셀

나 특히 여학생에서 ‘1, 2학년 저학년 이중사용경험자’가 많고,

로나 거주자 중 전자담배 사용자 600명 단면조사 연구결과에서

3, 4학년 과거흡연자 즉 금연자가 많은 것을 볼 때, 더 어린 세대

65%가 궐련 중복사용자로, 국외에서도 중복사용자가 증가하고

에서 궐련과 전자담배 양쪽 사용 경험이 증가할 위험에 대한 대

있다. 이때 대다수의 전자담배 사용 동기는 금연 또는 흡연량을

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단, 이 연구에서 이중사용경험자는 전자

성, 연령 보정 후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

담배 사용이 현재 사용이 아니라 한 번 이상 경험한 경우를 모두

인 요인은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농도(mg/ml, P=0.003)와

포함하였으므로, 전자담배와 궐련 양쪽을 현재 사용하는 자에

액상의 니코틴 용량(mg, P＜0.001)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이들을 ‘이중사

결과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에서 액상 사용량(ml/mon)이 아침

용경험자’로 지칭하였으며, 타 연구의 이중사용보다 확대된 대

에 일어난 후 니코틴 노출되기까지 시간 즉 니코틴 의존도와 유

상군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념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는(16) 선행연구와는 달리, 니코틴 의존도

‘일담배사용총량’이 10개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중사용경
험자의 83.9%, 전자담배 단독사용자의 18.7%였다(P＜0.001).
이중사용경험자는 궐련은 끊고 싶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끊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와는 무관한데, Lee 연구에서는 이중사용자 수가 적어 바로 비
교하기는 어려운 결과로 생각된다.
궐련 흡연량, 액상 사용 소요 시간과도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
는데, 이는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액상 니코

니코틴 의존도는 이중사용경험자에서 궐련 흡연량 기준 3.2

틴 농도와 용량을 포장에 표시하고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

점(표준편차 2.2), 전자담배 포함 일담배사용총량 기준 4.0점(표

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나, 본 논문에서 시도한 월

준편차 2.3), 궐련 단독사용자 2.4점이었다. Lee 등(2018)(16)

액상 니코틴 사용량 집계가 실제 사용량 측정으로 정확하고 유용

의 연구에서 니코틴 의존도 검사 항목 중 하나인 아침에 일어나

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에 대해 이중사용자가 9.6분, 전자담배 단

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10모금을 궐련 1개비로 환산한 방법은

독사용자가 26.6분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전자담배 단

실험실적 가정으로서 범용성, 유용성은 낮으므로, 추후 실증 측

독사용자에 비해 이중사용자가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높은 결과

정을 통한 환산 방법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액상

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단, Lee 등의 연구에서 전자담배

형 전자담배의 기기 및 액상의 종류, 니코틴 농도, 나아가 흡입 방

단독사용자는 이중사용자에 비해 고농도 액상을 사용한 데 비

법도 입호흡, 폐호흡으로 나누어지는 등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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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사용량 측정 방법 개발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량 산출은 이러한 계산을 시도해 본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정밀

국내 전자담배의 액상 평가에 기반한 전자담배 기체상 유해성

한 측정이라 할 수 없다. 이중사용 정의에 있어서 액상형 전자담

평가 결과(2012)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기체상

배 사용이 현재사용이 아닌 사용 경험으로 조사되어, 이중사용

3

중 니코틴을 분석한 결과 1.18-6.35 g/m 로 이를 궐련 1개비로

경험에 대해 분석된 바, 타 연구와 비교가 제한적이다.

환산한 값(평균 1.0mg, 범위 0.41-2.2 mg)을 연초담배 1개비(평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험실적 방법을 참조하

균 0.66 mg, 범위 0.1-1.4 mg)와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의 함량이

여 담배제품 사용량을 추정하여 향후 니코틴 과량 사용을 막을 수

었다.(24) 따라서 궐련과 비슷하게 흡연을 하더라도 전자담배 사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용 시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전자담

전자담배 니코틴 사용량 계산 시도 결과, 이중사용경험자들

배의 유해화학물질이나 액상의 니코틴 노출량 파악에 대한 실험

은 액상 포함 총 흡연량이 많았다. 이들이 고용량 니코틴 노출을

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전자담배 사용량을 반영한 액상 전자

삼가하고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

담배의 니코틴 사용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록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궐련을 사용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판 액상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각 액

서도 전자담배를 경험해 본 흡연자에 대한 금연의도 독려와 금

상 제품 및 생산된 용액마다 니코틴 함유량이 다를 수 있어 니코

연 치료 방법 개발, 그리고 보다 신뢰성 있는 니코틴 사용량 계산

틴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액상의 구성

방법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성분과 특성, 전자담배 기기, 사용자 행동특성, 선호하는 전자담
배 첨가향도 니코틴 노출에 영향을 미치며, 수소이온농도지수

요

약

(pH)도 니코틴 흡수 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25,26) 니코틴 사
용량 계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배경: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는 다양한 니코틴 용량의

소비자를 위해 액상의 니코틴 강도(strength)를 표시하는 방

액상을 전자기기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담배제품이며, 궐련과 중

법 역시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제품 라벨에 ‘저, 중, 고, 최고’와

복사용도 흔하다. 그러나 액상 니코틴 사용량 관련 행태와 요인

같이 표현하거나 용량을 표시하고 있다. 액상 카트리지당 니코

에 대한 조사는 충분치 않다.

틴 양(mg), 부피 비율(%), 니코틴 농도(mg/ml), 액상 용량 당 니

방법: 2015년 전국 14개 대학교에서 조사한 설문 참여자 2,387

코틴 양(μg/mg, mg/g) 등이다.(18)

명의 남녀 대학생 중 담배제품사용경험자 759명을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기기에 주입된 액상 니코틴 농도를 0

현재 궐련 흡연 중이면서 전자담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우

mg/ml, 1-3 mg/ml, 4-6 mg/ml, 7-12 mg/ml, 18 mg/ml 이

를 ‘이중사용경험자’로 하였다. ‘일담배사용총량’개비 수는 ‘궐련

상의 5개 범주로 나누었고, 니코틴 액상 1회 리필 후 소모 기간을

흡연량’과 ‘전자담배 총 흡입횟수를 개비 수로 환산한 사용량’의

1일 미만, 1일 이상으로 조사하였다.(27)

합으로 추정하였다. 단순회귀분석으로 월 액상 니코틴 사용량

향후 액상의 니코틴 강도, 농도, 용량을 알기 쉽게 확인하고 이

(mg/month)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를 포장에 명시하여 알리며, 나아가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9조,

결과: 궐련 단독사용자 162명,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94명, 이중

10조에 의거하여 규제당국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 관리하는 체

사용경험자 322명이었다. 이중사용경험자는 궐련 흡련량이 많

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28)

고, 전자담배 사용 횟수는 적었다. 일담배사용총량이 10개비를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 사용

초과하는 경우는 이중사용경험자의 83.9%, 전자담배 단독사용

및 흡연 행태의 니코틴 사용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시간적 선

자의 18.7% 였다(P＜0.001). 이중사용경험자는 궐련은 끊고 싶

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 익명 자기기입 설문조사로서

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끊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니코틴

흡연 주제의 특성 상 연구 참여자들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

의존도는 이중사용경험자에서 궐련 흡연량 기준 3.2점(표준편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종이 설문지 사용으로 각 문항

차 2.2), 전자담배 포함 일담배사용총량 기준 4.0점(표준편차

에 미응답자가 있어 응답자 수가 문항별로 동일하지 못하였다.

2.3), 궐련 단독사용자 2.4점이었다. 성, 연령 보정 후 월 액상 니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시도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량의 궐련

코틴 사용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요인은 전자담배 액상의

개비로의 환산 및 액상 농도와 사용량을 사용한 월 니코틴 사용

니코틴 농도(mg/ml, β=373.11, P=0.003)와 액상의 니코틴 용

101

JKSRNT Vol. 13, No. 3, Sep. 2022

량(mg, P＜0.001)이었다.
결론: 전자담배 니코틴 사용량 계산 시도 결과, 이중사용경험자
들은 액상 포함 총 흡연량이 많았다. 젊은 세대가 고용량 니코틴

14.

노출을 삼가하고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5.

중심단어: 담배사용행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니코틴 의존도,
이중사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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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1. Cigarette and liquid e-cigarette smoking patterns and the amount of nicotine consumption in liquid e-cigarette in university students
(n=122).

The amount of nicotine in a bottle of e-cigarette liquid (mg)
0
1-6
7-12
13≤
Nicotine concentration of the e-cigarette liquid (mg/ml)
0
0＜-≤0.08
0.08＜-≤0.2
0.2＜
Time required to use all 1 bottle of e-cigarette liquid (days)
1-2
3-9
10-29
30≤
†
Monthly liquid nicotine usage (mg/month)
0
0＜-＜5
5≤-＜20
20≤-＜75
75≤

Ever dual users*

E-cigarette* only users

N (%)

N (%)

11 (10.1)
82 (75.2)
10 (9.2)
6 (5.5)

Sum

P value

3 (23.1)
9 (69.2)
1 (7.7)
0 (0.0)

14
91
11
6

0.029

‡

10 (9.4)
26 (24.3)
44 (41.1)
27 (25.2)

3 (25.0)
4 (33.3)
4 (33.3)
1 (8.3)

13
30
48
28

0.005

‡

42 (42.0)
30 (30.0)
14 (14.0)
14 (14.0)

7 (58.3)
2 (16.7)
1 (8.3)
2 (16.7)

49
32
15
16

0.007

‡

11 (11.3)
9 (9.3)
21 (21.7)
29 (29.9)
27 (27.8)

3 (25.0)
1 (8.3)
2 (16.7)
5 (41.7)
1 (8.3)

14
10
23
34
28

0.002‡

*Ever dual users of combustile and e-cigarette (EDU): Ever dual users are users of combustile cigarette and ever-users of liquid e-cigarettes. All e-cigarettes are liquid
e-cigarettes.
†
Monthly liquid nicotine usage: the amount of nicotine consumption in liquid e-cigarette per month (mg/month).
‡
P value: Fisher’s exac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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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2. Cigarette and liquid e-cigarette smoking patterns and nicotine dependence* in university students (n=741).
Ever dual users† N (%)
Questions

How many cigarettes per day do you
smoke? (in one month)

0
1
2
3

How soon after you wake up do you
smoke your first cigarette?

0
1
2
3

Do you find it difficult to refrain from
smoking in places where it is
forbedden?
Which cigarette would you hate most to
give up?

0
1

Do you smoke more frequently during
the first hours after waking than
during the rest of the day?
Do you smoke if you are so ill that you
are in bed most of the day?

0
1

Total score on the nicotine dependence
test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
(cigarettes＋
‡
e-cigarettes)

Score

0
1

0
1

10 or less
11-20
21-30
31 or more
Total
After
60 minutes
31-60 minutes
6-30 minutes
Within
5 minutes
Total
No
Yes
Total
All others
The first one in
the morning
Total
No
Yes
Total
No
Yes
Total
Mean (SD)

15 (16.1)
45 (48.4)
19 (20.4)
14 (15.1)
93 (100.0)
113 (33.4)

Cigarette
only users

151 (44.4) 84 (60.4)
138 (40.6) 31 (22.3)
11 (3.2)
6 (4.3)
40 (11.8) 18 (13.0)
340 (100.0) 139 (100.0)
64 (48.9)

E-cigarette
only users

Former
cigarette
users

Sum
N (%)

P value

88 (96.7) 168 (98.3)
3 (3.3)
1 (0.6)
1 (0.6)
1 (0.6)
91 (100.0) 171 (100.0)
11 (44.0)
17 (68.0)

491 (66.3) ＜0.001
173 (23.4)
18 (2.4)
59 (8.0)
741 (100.0)
205 (39.5)
0.002
107 (20.6)
127 (24.5)
80 (15.4)

75 (22.2)
90 (26.6)
60 (17.8)

28 (21.4)
22 (16.8)
17 (13.0)

2 (8.0)
10 (40.0)
2 (8.0)

2 (8.0)
5 (20.0)
1 (4.0)

338 (100.0)
254 (75.2)
84 (24.9)
338 (100.0)
221 (65.2)
118 (34.8)

131 (100.0)
117 (85.4)
20 (14.6)
137 (100.0)
99 (75.0)
33 (25.0)

25 (100.0)
56 (88.9)
7 (11.1)
63 (100.0)
32 (72.7)
12 (27.3)

25 (100.0)
91 (95.8)
4 (4.2)
95 (100.0)
40 (87.0)
6 (13.0)

519 (100.0)
518 (81.8) ＜0.001
115 (18.2)
633 (100.0)
392 (69.9)
0.008
169 (30.1)

339 (100.0)
315 (93.2)
23 (6.8)
338 (100.0)
205 (60.7)
133 (39.4)
338 (100.0)
N=90
4.0 (2.3)

132 (100.0) 44 (100.0) 46 (100.0)
122 (89.7) 48 (98.0)
52 (94.6)
14 (10.3)
1 (2.0)
3 (5.5)
136 (100.0) 49 (100.0) 55 (100.0)
100 (74.1) 45 (84.9)
60 (93.8)
35 (25.9)
8 (15.1)
4 (6.3)
135 (100.0) 53 (100.0) 64 (100.0)
N=126
N=25
N=23
2.4 (2.3)
1.8 (1.6)
1.2 (1.7)

561 (100.0)
§
537 (92.9)
0.001
41 (7.1)
578 (100.0)
410 (69.5) ＜0.001
180 (30.5)
590 (100.0)
＜0.001

N=327
3.2 (2.2)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Nicotine Dependence: Assessed by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FTND).
†
Ever dual users of combustile and e-cigarette(EDU): Ever dual users are users of combustile cigarette and ever-users of liquid e-cigarettes. All e-cigarettes are liquid
e-cigarettes.
‡
Total daily tobacco use (cigarettes＋e-cigarettes) (cigarettes): The sum of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cigarettes)’ and ‘the amount of e-cigarette
consumption converted to the number of cigarettes inhaled(cigarettes)’.
§
P value: Fisher’s exac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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