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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위한 전자담배의 사용과 세계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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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igarette use for smoking cessation and its regulatory trend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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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igarettes were considered safe at the early stage of market entry because they were thought not to contain harmful ingredients
such as nicotine and because the smoke emitted was vapor. For this reason, the use of e-cigarettes as a safer alternative to tobacco
cigarettes or as a smoking cessation aid has emerged. However, the study results on the effectiveness of e-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are mixed.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use of e-cigarettes, foreign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regulations, such as
utilizing e-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with a prescription in Australia; however, South Korea is still standing firm on
recommending not to use e-cigarettes at all.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e-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and the regulatory
trends of e-cigarette use overseas will be reviewed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in South Korea needs to take.
KEYWOR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smoking, smoking cessation, tobacco products

다.4) 국내에서는 정부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기존에

2017년 6월에 출시된 필립모리스(Philip Morris)사의 iQOS
를 시작으로, Glo (BAT)와 Lil (KT&G) 및 JULL (PAX Labs)

담뱃잎만이 아닌 연초의 뿌리와 줄기, 니코틴 제품 등을 모두

등이 출시되며 일반담배 위주의 흡연이 주를 이루었던 국내

포함시키고 관리 및 규제를 강화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

담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1-3) 전자담배는 처음 시장에

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담배 성분 분석에 대한

소개된 후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였

법률, 가향 물질 첨가 규제에 대한 법률,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

으며, 2015년 80%의 담뱃값 인상이 있었을 때 청소년과 성인

의에 대한 수정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모두에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시장 진입 초반에는

담배회사가 담배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배출물 분석결과를 식

전자담배가 니코틴 등 유해한 성분이 없어 일반담배보다 안전

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

하고 배출되는 연기도 수증기이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위험성

되고 있다.5,6) 그동안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효과 및 안전성에

이 없다는 홍보와 함께 판매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내외 연구

관해 논란이 있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전자담배가 안전한

에서 전자담배 성분으로 니코틴과 함께 다양한 발암물질이 검

담배는 아니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7)

출되었고, 연기 또한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이었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인식과 함

다. 일부 전자담배 옹호자들과 국가들은 전자담배의 금연 효

께 일반담배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 및 청소년의 전자담

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배 사용률이 높고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확하지

WHO)는 금연 효과와 안전성 모두 인정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이유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
로 이와 관련해 해외의 전자담배 규제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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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고자

연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에 추가하여 사용하고

한다.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성인
의 약 70%가 일반담배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담배의 종류 및 위험성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사람은 각각 단
독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호흡곤란이 일어날 위험이 약 2배 더

일반담배 또는 궐련(cigarette)은 종이에 싸여진 담뱃잎으로

크고, 평균 일일 담배 사용률과 소변 코티닌 농도가 유의하게

구성되어 있고, 필터와 화학적 첨가물 등을 함유하여 끝을 점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8-21) 그리고 니코틴은 청소년과

화해 태우고 반대편 끝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여 사용한다. 가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4)

열담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non-combusted cigarettes; heated

또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

tobacco products [HTPs]; heat-not-burn products)는 특수 제
작된 담뱃잎을 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생성되는 에어로졸을 흡
입하여 사용하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
로 볼 수 있다. 가열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일반적으로 일
반담배의 연기보다 낮은 수준의 유해성분을 함유하지만, 이것
이 가열담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8) 액상형
전자담배(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ENDS];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vaping devices; vape pens)

해 일반담배를 사용하게 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는 담배 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 가향 물질 및 기타 성분을 포
함한 e-liquid라는 액체를 사용하며, 장치의 전기 열원으로 액
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에어로졸을 흡입하여 사용한다.8,9) 담배
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더 안전한 대안

에 따라 니코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25)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
EVALI)이 보고되었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첨가제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vitamin E acetate)를 EVALI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26)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연기 속
니코틴과 발암물질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가이드
라인에 명시된 최대 권장 수준을 초과하므로 간접 흡연에 노
출되는 비흡연자에게 심장 및 폐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10,27)

으로 홍보되며 젊은 흡연자들을 유도하여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10) 액상형 전자담배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천식, 만성
폐쇄성폐질환, 관상동맥질환 등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
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11-15)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나 다른 담배 제품보다 덜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다.16) 많은 흡

국내 담배시장 동향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의 일반
담배 현재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20년 34%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6.5%에서 6.6%
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1).28,29) 전자담배 현재사용

Fig. 1. Current smoking rates of adults in South Korea, 199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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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rent e-cigarette use rates of adults in South Korea, 2013-2020

Fig. 3. Current smoking rates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2006-2021

률은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2013년 2%와 0.3%, 2018년 11.3%

판매량을 비교하면 일반담배는 31.5억 갑으로 전년도 대비

와 1.7%로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Fig. 2). 2013년과 비교하여

2% 감소하였으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4.4억 갑으로 전년도 대
비 17.1% 증가하였다.31)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4.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Fig. 3).32)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18년 남성의 제품별 사용률을 살펴보면 일반담배 단독사용
은 95.3%에서 73.5%로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 단독사용은
0.4%에서 4%로 증가하였고,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중복사
용은 4.4%에서 22.5%로 증가하였다.30) 2021년 담배 제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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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rrent e-cigarette use rates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2011-2021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증가했다(Fig. 4).33) 또한 일반담배

이 없었던 1,600명 중 6.2%가 금연에 성공했는데 매일 전자

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50%에 달했다.34)

담배를 사용한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금연율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로 ‘호기심’과 ‘담배보다 덜 해로

높았다(28% vs. 5.8%). 그러나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

울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흡연 혹은 과

은 경우 금연과는 관련이 없었다.38) 금연에 대한 액상형 전자

거 흡연과 비교하여 일반담배를 현재 흡연 중인 남녀 중고등

담배와 니코틴 대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의

학생에서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전자담배 사용

효과를 비교한 한 무작위 배정 연구에 따르면 총 886명의 피

35)

유무와 상관없이 금연시도를 한 비율은 유사했다.

험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1년 금연율은 18%였으나 니코
틴 대체요법은 9.9%였고 ,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금연보조제로써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일반담배의 보다 안전한 대안이나 금연보조제로써 전자담
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다년간 실시된 담배보조제 사용
에 대한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4-2015년에 38.2%의 현
재 일반담배 흡연자와 49.3%의 최근 금연자가 전자담배를 사
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
해 금연 시도율 및 성공률이 높았다. 2014-2015년의 금연율
은 2010-2011년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로써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6) 미국의 담배와 건강에 대한 연구 평가

(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PATH)에서
구축한 코호트에 포함된 일반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수행
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람
은 일반담배를 재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다시 금연을

다.39) 2021년에 발표된 메타연구에 따르면 1,447명을 포함한

5개의 연구에서 니코틴을 함유하는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없
는 전자담배 및 니코틴 대체요법과 비교하여 금연율을 증가
시킨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한 2,886명을 포함한 6개의 연구에서 행동치료를 하거나 하
지 않거나 니코틴을 포함하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금
연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40) 이 외에도
많은 연구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금연보조제로써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Hajat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소 제한적인 연구 설계, 방법 및 시행과정으로 인해 연구 결과
의 내적 신뢰도가 저해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가설이 명확하
지 않았고, 주요 결과지표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며, 교
란변수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
로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사이에 인과 관계를 발견했다고 주
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의미 있는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못했
다.41)

하여 3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았다.37) 동일한

이에 반해 일반담배의 금연보조제로써 전자담배의 역할에

코호트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애초에 금연을 할 생각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의 종단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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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e-cigarettes by countries or jurisdictions

Classification

Countries or jurisdictions

Albania, Argentin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runei Darussalam, Bulgaria, Colombia,
Costa Rica, Croatia, Ecuador, England, Estonia, Finland, Georgia, Germany, Greece,
Tobacco products, tobacco-related products, Greenland, Guam, Honduras, Indonesia, Iran, Italy, Latvia, Lithuania, Maldives, Malta,
tobacco imitation, tobacco derivatives,
Mauritius, Mexico, Moldova, Montenegro,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or tobacco surrogates
Niue, Northern Ireland, Norway, Palau, Panama, Paraguay, Poland, Republic of Korea,
(61 countries or jurisdictions)
Romania, Scotland, Senegal, Seychelles,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Tajikistan, Togo, Turkey, Turkmenistan, United States,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and
Wales
Medicines, drugs, or medical devices
(24 countries or jurisdictions)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Denmark,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Iceland, Ireland, Jamaica, Japan, Northern Ireland, Norway, Philippines, Scotland, South
Africa, Sweden, Thailand, United States, Venezuela, and Wales

Consumer products, devices,
or combination products
(25 countries or jurisdictions)

Australia, Bangladesh, Canada, Eng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Malaysia, Moldova, Mongolia, Netherlands, Northern Ireland, Pakistan, Republic of
Korea, Scotland, Sudan, Switzerland, United States, Vanuatu, Venezuela, Wales, and Yemen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ENDS), e-cigarettes, or vaping products
(77 countries or jurisdictions)

Albania, Argentin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gium, Brazil, Bulgaria,
Cambodia, Canada,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cuador,
Egypt, El Salvador, England,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ambia, Germany, Greece,
Guam, India,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ordan, Kuwait,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bano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ldova, Montenegro,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orthern Ireland, Norway, Oman, Panam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Saudi Arabia, Scotland,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imor-Leste,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ruguay, Uzbekistan, and Wales

Poisons or hazardous substances
(2 countries or jurisdictions)

Brunei Darussalam and Malaysia

연구에서 일반담배만 사용하는 6,795명이 금연을 위해 액상

추적관찰 기간 동안 금연율이 더 낮았다. 또한 금연을 위해 전

형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요법, 비니코틴 대체요법 약물, 또는

자담배를 사용하는 100명 중 4명이 금연에 성공하고 니코틴

니코틴 대체요법과 비니코틴 대체요법 약물을 병용했을 때 금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100명 중 7명이 금연에 성공하여 두 방

연율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16.2% vs. 16.1% vs. 17.7% vs.

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46) 최근 다른 메타연구도 24-26주

14.8%).42) 2014-201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5,482명의 18-29

금연율에 대한 전자담배와 니코틴 대체요법 간의 효과 차이에

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하였다.47)

배를 사용하거나 예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일반담배 흡
연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일반담배의 금
연율은 감소하였다. 예전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현재 사용하는 경우 일반담배 흡연을 다시 시작하는

국내외 전자담배 규제 정책

에 더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근거 수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전자담배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은 109개이다. 각 국가별로 전자담배를 담
배제품, 의약품, 소비자 제품, 전자담배, 또는 독극물로 분류한
다(Table 1). 또한 각 국가 또는 관할 구역은 기존 담배 규제 방
법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에는 구매 연령 제한, 판매 제한
또는 금지, 마케팅 제한 또는 금지, 세금 부과 등이 있다(Table
2).48)

준이 일관되게 낮았다.45) 최근 발표된 한 메타연구는 4개의 무

현재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허가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

43)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 발표된 메타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
교하여 금연할 확률이 28% 낮았다.44) 또한 2021년에 발표된
다른 메타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전자담배 사용
과 금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양질의 근거가 없었고, 무작위
배정 연구가 코호트 연구에 비해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사이

작위 배정 연구로부터 1,598명의 성인을 포함하였는데, 니코

국과 호주이다. 2021년 11월에 발표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

틴 대체요법과 비교하여 전자담배 사용은 각 연구의 가장 긴

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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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ws or regulations on e-cigarettes worldwide

Minimum age of purchase:
18 years old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elgium, Bulgaria, Canada, China, Costa Rica, Croatia,
Cyprus, Denmark, Ecuador, England,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Greenland, Iceland, Israel, Italy,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oldova, Netherlands, New Zealand, Northern Ireland, Norway, Papua
New Guinea, Paraguay, Poland, Portugal, Scotland, Slovenia, Spain, Sweden,
Tajikistan, Togo, Tuvalu, Ukraine, Vietnam, and Wales

Minimum age of purchase:
19 years old

Jordan, Republic of Korea, and Turkey

Minimum age of purchase:
21 years old

Guam, Honduras, Niue, Palau,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Minimum age

Sales

Marketing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hina, Costa Rica, Croatia, Cyprus,
E-cigarette sales permitted, but regulated Czech Republic, Denmark, El Salvador, England, Estonia, Fiji, Finland, France,
(e.g. marketing authorization
Georgia,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Latvia, Lithuania,
requirement, cross-border sale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ta, Moldova, Netherlands, New Zealand, Niue,
restrictions, restrictions in venues
Northern Ireland, Norway, Palau,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where they can be sold)
Romania, Scotland,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Tajikistan,
Turkey, United States, Venezuela, and Wales

All types of e-cigarette sales banned

Argentina,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olombia, Gambia, India, Iran,
Kuwait,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Mauritius, Mexico, Nepal,
Nicaragua, Oman, Panama, Qatar, Seychelles, Singapore, Sri Lanka,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Thailand, Timor-Leste, Turkmenistan, Uganda, and Uruguay

Nicotine-containing e-cigarette sales
banned

Jamaica, Japan, and Switzerland

Albani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elgium, Brazil, Bulgaria,
Canada,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yprus, Denmark, Ecuador, England,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ermany, Greece, Greenland,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ran, Ireland, Israel, Italy, Japan, Jordan, Latvia, Lithuania,
Advertising, promotion, or sponsorship Luxembourg, Maldives, Malta, Mexico, Moldova, Montenegro, Nepal, Netherlands,
of e-cigarettes prohibited or regulated New Zealand, Niue, Northern Ireland, Norway, Palau, Panama, Papau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omania, Scotland,
Senegal, Serbia, Seychelles,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Timor-Leste, Togo,
Turkmenistan,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and Wales
Advertising restrictions only applied to
e-cigarettes containing nicotine or being Canada, Costa Rica, Ecuador, Japan, Mexico, Montenegro
regulated as medicines

Packaging

Regulations on child safety packaging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ord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ther
Ireland,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omania, Scotland,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States, and Wales

Placement of health warnings on
e-cigarette packaging mandated

Alban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gypt,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Greenland,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ord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dives, Malta, Moldova,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iue, Northern
Ireland,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omania, Saudi Arabia, Scotland,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Tajikistan, Tuvalu, United States, and Wales

Plain packaging required for all
e-liquids

Israel

Brands or patents for e-cigarettes
prohibited

Uru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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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concentration/volume) of
nicotine in e-liquids regulated

Product

Albani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ord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ldova,
Netherlands, Norther Ireland, Poland, Portugal, Romania, Saudi Arabia, Scotland,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and Wales

Use of ingredients (other than nicotine)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that pose a risk to human health in heated Denmark,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or unheated form in nicotine-containing Jord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ldova, Montenegro, Netherlands,
e-liquid not permitted or flavors in
New Zealand, Northern Ireland,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omania, Scotland,
e-liquid regulated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and Wales
Quality of nicotine and other ingredients
used to manufacture the e-liquid
regulated; products passing safety and
quality evaluation required; or other
safety-related regulations for
e-cigarettes instituted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orther Ireland,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omania, Scotland,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and Wales

Albania, Austria, Belgium, Bulgaria,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Manufacturers/retailers required to notify
Denmark, Eng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the competent authority prior to
Reporting/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ldova, Montenegro, Netherlands, New
introducing e-cigarettes to the market,
notification
Zealand, Niue, Norther Ireland, Palau,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as well as submit an annual report of
Poland, Portugal, Romania, Scotland,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sales and other specified information
States, and Wales

Vape-free
public places

Use of e-cigarettes in public places
prohibited or restricted explicitly or
as implied in the law

Argentin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gium,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anada, China,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yprus,
Denmark, Ecuador, El Salvador,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eorgia, Guam,
Honduras, Iran, Israel, Italy, Jamaica, Jord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ithuania, Luxembourg, Maldives, Malta, Moldova, Montenegro,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lau, Papua New Guinea, Panam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Saudi Arabia, Slovenia, Spain, Sweden,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ogo, Turkey, Turkmenistan,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zbekistan, Venezuela, and Vietnam

Banned use in entirety

Argentina,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olombia, Ir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epal, Panama, Syrian Arab Republic, Thailand, Timor-Leste,
and Turkmenistan

NICE)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대체요법과
함께 흡연자에게 금연 방법 중 하나로 권고될 수 있다.49) 또한
영국 의약품규제청(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2021년 10월부터 제조사가 전자담배를 의
료기기로써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의료인이 금연치료를 위해
전자담배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50) 그러나 2022년 4월 기준
MHRA에 의료기기 신청서를 제출한 전자담배 제조사는 한
군데도 없다. 제조사가 의료기기 신청을 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전자담배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51) 호주는 세계 최초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니코틴을 함유하는 전자담
배의 구매를 금지하였다. 소비자가 유효한 처방전 없이 해외
웹사이트 등에서 전자담배 제품을 수입하거나 처방전이 있더
라도 다른 소매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52)

반면 미국은 현재까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승인한 적
이 없다. 다만 담배 제품 시판 전 신청(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 PMTA) 제도를 마련하여 제조사가 전자
담배의 마케팅이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도
록 했다. 따라서 제조사는 2020년 9월 9일까지 미국 식품의약
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했다.53) 전자담배의 마케팅을 승인하기 위해 FDA가 고
려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담배 제품 사용자와 비사
용자를 포함하여 전체 인구에 대한 위험 및 이점; (2) 현재 담
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담배 제품을 사용하
는 경우 기존 제품 사용을 중단할 가능 여부; (3) 새로운 담배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현재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사용을 시작할 가능 여부.54) 2022년 3월 기준 FDA는 100만
개 이상의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판매 거부 명령을 내리는 것
을 포함하여 시판 전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약 670만 개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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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laws or regulations on e-cigarettes among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England, and Australia
Republic of
United States
Korea

Laws
Age

minimum age of purchase

19

Sales

E-cigarette sales permitted, but regulated (e.g. marketing
authorization requirement, cross-border sale restrictions,
restrictions in venues where they can be sold)

Marketing

Advertising, promotion, or sponsorship of e-cigarettes
prohibited or regulated

O

Regulations on child safety packaging
Packaging

Product

Placement of health warnings on e-cigarette packaging
mandated

Australia

21

18

18

O

O

O

O

O

O

O

O

O

O

O

Amount (concentration/volume) of nicotine in e-liquids
regulated

O

O

Use of ingredients (other than nicotine) that pose a risk to human
health in heated or unheated form in nicotine-containing e-liquid
not permitted or flavors in e-liquid regulated

O

O

Quality of nicotine and other ingredients used to manufacture the
e-liquid regulated; products passing safety and quality evaluation
required; or other safety-related regulations for e-cigarettes
instituted

O

Reporting/
notification

Manufacturers/retailers required to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prior to introducing e-cigarettes to the market, as well
as submit an annual report of sales and other specified
information

Vape-free
public places

Use of e-cigarettes in public places prohibited or restricted
explicitly or as implied in the law

담배 제품 중 약 99%에 대해 마케팅 거부 명령 등 조치를 취했
다.

O

England

55)

O

O

O

O

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고, 유럽은 2016년
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디아세틸과 2,3-펜탄디온 사용을 금

해외와 비교하여 국내의 경우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보수

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적인 편이다. 미국에서 EVALI가 보고된 후 보건복지부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 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 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다.58) 국내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에 아직 어린이안전포장이 요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하는 포장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0개의 전자담배 중 음료수를
연상시키는 도안의 포장이 7개, 제과류 도안이 2개, 과일 모양
이 1개였다. 또한 “장난감이 아니니 가지고 놀지 마세요”, “식
품이 아니니 먹지 마세요” 등 섭취 경고 표시를 한 전자담배는
하나도 없었다.59)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및 호주는 우리나라보
다 더 명확한 기준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다. 미
국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판매, 마케
팅 및 포장에 대한 규제가 있고, 시판하기 전 제조사가 F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에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권
고하는 영국은 미국보다 더 나아가 니코틴 양, 가향 물질 등 제
품 성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안전 및 품질 평가 통과와 같은

2019년 10월 23일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
하였고, 현재까지도 사용 중단 권고가 유지되는 상황이다.5)
2020년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
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 및 광고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실시하였고 지속할
예정이다.56)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광고, 판촉 등
마케팅을 규제하고, 포장에 건강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며, 공
공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법제화를 실시한 해외에 비하면 국내의 전자담
배 사용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편이다. 국내 담배 제품의 안전
성과 유해성 관리 체계는 일반담배에 한하여 분기별 니코틴
및 타르 성분 분석을 하는 것 외에 규제가 없고, 특히 니코틴
액상 제품은 공산품으로 유통되어 담배관리의 사각지대에 있
다.57) 디아세틸, 아세토인 및 2,3-펜탄디온과 같은 가향 물질과
관련하여 미국은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을 흡입하는 경우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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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분명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호주는 영국에
비하면 전자담배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갖고 있어 포장의 건
강 경고 문구, 안전 및 품질 평가 시행 및 시판 전 또는 연간 보

4.

고는 요구하지 않는다(Table 3). 이처럼 미국, 영국 및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명확한 기준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령 제한, 전자담배 및

5.

관련 제품의 판매와 유통, 가향 물질의 종류, e-liquid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 어린이안전포장, 전자담배 탱크 및 e-liquid 리필
용기 크기, 라벨링, 광고 및 판촉,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

6.

시판 전 규제기관에 통보 등과 같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더 많은 국가의 금연율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60) 따라서 명확한 기준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면
금연을 촉진하고 담배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

7.

능성을 제시했다.

결

론

8.

세계 많은 국가들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에 차이가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따라 발맞춰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

9.

제로 적극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사이의 인
과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양질의 근거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의 근거 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내에
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권고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부
족하다. 그러나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여

10.

도 매해 그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좀 더 현실적
인 규제 방법을 도입하여 판매, 포장, 제품 성분 등에 대한 규정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11.
12.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13.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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