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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폐암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담배와 폐암간의 인과성이 밝혀지면서 담배회사에서는 

흡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덜 해로운 담배들을 개발하게 된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필터 담배가 

탄생하게 되고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건강을 염려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타르 니코틴 담배가 보다 안전한 담배로 

홍보되었다. 이후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보다는 금연의 차선책으로서 필터 담배, 저타르 니코틴 담배를 선택

하여 흡연을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역학 연구들의 결과 이러한 필터 담배와 저타르 니코틴 담배가 폐암의 위험성

을 낮추지 못함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담배회사에서는 새로운 덜 해로운 담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그중 연기 없는 담배의 일종인 snus가 스웨덴에서 건강관련 지표들의 개선과 관련이 크다는 결과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서구의 금연 방침은 담배를 끊는 데에 초점을 두는 고전적인 방식과 담배의 해로움을 줄이게 하는 

새로운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중심 단어: 담배의 해로움 줄이기, 필터 담배, 저타르 니코틴 담배, 폐암, 금연



서      론

  재까지 담배에 한 공통 인 처 방식은 연이

다. 흡연자  반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8년 정도 

조기 사망하고
1)
 국내의 흡연 련 질병 비용이 2조 9,676

억 원으로 추정되는 실에서2) 연에 한 필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2005년 국민

건강 양조사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52.3%로
3) 

이 에 

비해 지속 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서구에서는 강력

한 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 에서 더 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1)
 흡연율 감소의 정체 상과 더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가가 있다

는 실에서 새롭게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담배

의 해로움 이기(tobacco harm reduction, THR)’이다.
4)
 

  담배의 독성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연 정책

들이 시행되면서 담배 회사에서는 매량을 유지하기 

한 방법들을 구사하게 된다. 1950년 의 필터 담배, 그

리고 1970년 에 개발된 타르 니코틴 담배를 그 시발

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연기 없는 담배나 변형 담배

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필터 담배나 타

르 니코틴 담배는 건강에 한 험이 일반 궐련(ciga-

rettes)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들이 속속 보고되면서 이

를 순한 담배로 부르는 것이 일반 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제품들은 니

코틴의 달 방식이나 연소 방법 등을 변형시켜 담배의 

독성을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그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2001년 미국 IOM 

(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potential re-

duced exposure products (PREPs)라고 명명하 으며 담배의 

해로움 이기에 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 다.
5)
  

  한편, 스웨덴에서 PREPs의 일종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snus가 건강 련 지표의 향상과 련이 있다는 보고

들이 나오면서
6)
 재 서구에서는 기존의 방식인 ‘quit or 

die'와 새로운 방식인 ‘THR'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

어지고 있으며 담배의 해로움을 이는 방식에 한 지

지가 부분 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우리나

라에서는 이에 한 논의가 공개 으로 진행되지 않았

으며, ‘THR’과 ‘PREPs'에 한 소개도 제한 인 상태이

다. 이 에서는 담배의 역사와 함께 해온 THR에 한 

논쟁을 살펴보고, 재까지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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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담배 개발의 역사

  담배는 기원 부터 남미 륙에서 인디언들이 종교 

의식  사회 의식의 일종으로 는 질병 치료 시 통증 

완화 목 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지며 1492년 콜럼버

스가 담배를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하게 된다. 그 후 담배

에 한 상류층의 수요가 늘어나고 담배 재배가 늘어나

면서 담배는 곧 유럽 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에는 담배는 비싸고 귀한 물건으로 간주되어서 일반 국

민들에게는 구하기 힘든 상이었다. 그러다가 1890년

서부터 1900년도 에 이르러 유럽과 미국의 일반인

들의 흡연율이 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가 배경이 된다. 첫째, 궐련을 마는 기술이 발

명되어 휴 하거나 피우기에 편리한 궐련이 생산되었

고, 둘째는 안 한 성냥이 발명되어 구나 쉽게 불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는 미국에서 제1차, 

제2차 세계 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무상으로 담배를 

공 하 다. 가장 결정 인 계기는 1854년부터 규모

의 담배회사가 설립되어 담배의 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후부터 담배의 유통, 생산, 매, 

이 효과 으로 됨으로써 담배 가격이 낮아졌고 일반

인 한 담배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게 흡연 인구가 속히 늘어나면서 흡연에 한 

피해도 한 늘어나기 시작하 다. 특히 1900년  반

부터는 폐암이 남성에서 1 의 암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건통계학자들이 먼  경고하기 시작하 고 

1920년 에서 1940년  말까지 담배의 해로움에 한 

학술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나 연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게 큰 각 을 받지 못하 다.  

  담배의 향에 한 본격 인 연구로서 1950년  

국의 Doll과 Hill7), 미국의 Wynder와 Graham이 동물실험

에서 담배와 폐암, 피부암 간에 용량-반응 계가 성립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 고8-10) 1952년에는 인간에서의 

흡연과 폐암의 련성이 발표된다. 1964년 드디어 미 공

보건성은 담배가 폐암과 후두암, 만성기 지염을 유

발한다는 공식 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고 그 이후 그 

후 미국 1인당 담배 소비량이 10% 감소하기 시작한다.11) 

이 후 담배는 4000 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50여 가지 이상이 발암물질임이 밝 졌다. 그  가

장 요한 발암물질은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 

(PAH), aromatic amine, N-nitrosamine이고 그 에서도 

tobacco-specific nitrosamine (TSNA)이 특히 요한 물질이

다.12)

  이 게 담배의 해악에 한 진실이 밝 지면서 표면

으로는 흡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 으로 주

요 담배회사에서는 1950년 부터 필터 담배를 만들게 

되고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보다는 차선책으로 

필터 담배를 선택하게 된다. 그 후 1960년  말에서 1970

년 에 이르러서는 건강을 염려하는 흡연자를 상으로 

좀 더 순한 담배라고 홍보되는 타르니코틴 담배(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가 연 체품으로 매되고 이

후로도 담배회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  덜 해로운 담

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으로 확실히 입증된 

자료는 거의 없으며 체계화된 감시체계도 없는 실정이

다. 새로 개발된 신제품의 부분 자료가 담배회사 내부

에서 나온 자료이고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자료는 많

지 않으며 실제 인간에게 미치는 독성에 한 자료는 확

실치 않다. 한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이기 

해 연하는 신 보다 안 하다고 생각되는 PREPs로 

환하면서 연을 포기하게 된다.13) 한 담배회사에서 

홍보하는 순한 담배(“light”)로 자칫 많은 사람들이 흡연

을 시작하게 되고 연했던 사람이 다시 흡연하게 되어 

궁극 으로는 국민 체 인 질병부담이 높아질 수 있

다.14) 따라서 덜 해로운 담배로 인해서 궁극 으로는 흡

연으로 인한 체 인 험이 감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2. 담배의 해로움 줄이기

  담배의 해로움을 이기 해서는 모든 흡연자들이 

담배를 완 히 끊는 것이 가장 이상 인 방법이다. 하지

만 실제로 70%의 흡연자가 연에 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  매년 34%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려 시도하

지만 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15) 

  ‘담배의 해로움 이기(THR)’를 정의한다면 ‘담배나 

담배의 일부 성분을 포함한 제품, 그리고 담배 체물을 

사용함으로써 건강과 련된 손상을 이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16)

 담배의 폐해를 이기 한 방법으로서 

첫 번째 유형은 유해물질을 인 담배로 이는 다른 담뱃

잎과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건조, 배합, 처리하는 방식을 

변형시킨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담배 성분을 달하는 

방식을 변형한 것으로 담배의 발화 을 낮추거나 공기

로 담배연기를 희석시키거나, 특수한 담배분진 달체

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5,17)

 이러한 방법에 해 McNeill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4)

  1) 담배의 개비수를 줄이기: 담배의 해를 이기 

해서 최소한 담배를 여서 피우거나 일부에서는  

니코틴 농도를 유지하기 해 니코틴 체의약품을 함

께 사용하면서 담배 개비 수를 이는 방법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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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lution of air flow of cigarette with perforated filter 

tip (source: D. Hoffmann, et al. 1997).

있다.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끊을 의지가 없는 흡연자들

에게 권유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담배 개비 수를 인

다고 해서 건강에 한 해가 어든다는 확실한 근거

는 없다. 하루 15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흡연량

을 50% 이상 이는 경우 심근경색과 만성 폐쇄성 폐질

환  총 사망률은 흡연량을 이지 않은 사람과 유의하

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에 한 설명으로서 담배 

개비 수를 이면 그에 한 보상으로 담배 연기를 더 

깊게 들이마시게 되거나 같은 개비수라도 더 오래 피우

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제 신체에 흡수되는 

니코틴의 감소 정도는 담배 개비수를 인 것으로 상

하는 것보다 어진다.18-20) 그러나 폐암의 경우에는 흡

연량을 15개비 이상 피우던 사람이 50% 이상 흡연량을 

이면 폐암 발생률이 27% 감소했다는 코호트 연구 결

과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흡연량을 인 정도보

다 폐암 발생률의 감소 정도가 더 작았고 연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담배를 여서 피우는 사람보다 더 낮았

다.21)

  2) 저타르 담배로 바꾸기: 한때 여러 국가와 의학계에

서도 권고되던 방법이었으나 기계 측정 방법과 실제 흡

입 방식의 차이 때문에 타르 담배로 바꾸더라도 담배

의 해가 어들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타르 담배

를 피우는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더 강하게 피우거나 

필터의 환기 구멍을 입이나 손가락으로 막아 담배 연기

가 희석되는 것을 막아서 실제로 흡입되는 니코틴과 타

르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3) 시가나 파이프 담배로 바꾸기: 궐련이 생산되기 이

에 시가나 이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의 폐암 험

도는 더 낮았을 수 있는데, 이는 담배 연기를 깊이 마시

지 않더라도 니코틴이 구강 막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 로 궐련을 피우던 

사람이 시가나 이 로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담배 연

기를 깊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건강에 한 이득은 거

나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4) 대체 담배(Alternate cigarettes): 기존에 담배를 

태우는 방식에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바꾼 유형으로서 

표 인 것이 미국에서 시 되는 이클립스(Eclipse)이다. 

아직까지는 이클립스나 기타 체 담배로 교체했을 때

에 건강에 이득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5) 연기 없는 담배(Smokeless tobacco)로 바꾸기: 

연기 없는 담배에는 스 (snuff)와 씹는 담배(chewing 

tobacco)의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 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건강에 한 험도도 각기 다르다. 스웨덴에

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snus라는 제품은 건강상의 이

득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연기 없는 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 역시 존재한다. 

  6) 니코틴 의약품으로 바꾸기: 담배를 끊을 때 니코틴 

체제로 환하 다가 체제 역시 완 히 끊는 것이 

연 치료의 표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장기 으로 니

코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공인되지 못했다.22) 일부

에서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서 폐암이나 기타 건

강의 험성을 이기 해 니코틴 의약품을 장기 으

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23)

3. 필터 담배(Filtered cigarette)

  1950년 부터 시작된 여러 실험 연구  역학 연구 결

과 담배가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이후 1950년  반 최고조에 이르던 미국 1인당 담

배 소비량이 1953∼1954년부터 10% 감소한다. 이러한 배

경 하에 1950년 에 담배회사에서는 타르 함량이 낮은 

담배는 독성도 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흡연의 건

강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필터 담배를 처음으로 

개발하게 된다. 1950년 에 cellulose acetate 필터가 도입

되고 이어서 기존 담배종이보다 구멍이 많은 담배종이

가 사용되면서 기계로 측정되는 평균 타르의 양이 1950

년 에는 37 mg이던 것이 1967년 에는 22 mg으로 감소

한다. 흡입되는 타르 함량이 감소되는 기 은 필터 주

에 공기구멍이 뚫려있어서 흡입 시에 담배연기와 함께 

공기가 흡입되면서 담배연기가 희석되기 때문이다(타르

는 체 담배분진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뺀 나머지를 말

한다). 한 필터 구멍을 통하여 공기가 들어오면서 담배

가 보다 더 완  연소되기 때문에 일부 휘발성 독성 물

질, 즉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일부 알데하이드가 감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그림 1).24)

  이러한 필터 담배의 개발에 따라 다수의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보다는 차선책으로 필터 담배를 선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1953∼1954년까지 감소 추세이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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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ath rates from all lung cancers by smoking status, 

CPS-I and CPS-II (adjusted for current amount and duration of 

smoking), The “non-adjusted” points indicate the age stand-

ardised death rate form lung cancer among male and female 

current cigarette smokers and lifelong non-smokers in CPS-I 

(1959∼65) and CPS-II (1982∼88). The “adjusted” values 

signify the results adjusted for age, cigarettes smoked per day, 

and years of smoking as reported at enrolment into the study 

(source: Thun MJ, et al. 2001). 

배 소비량이 필터 담배의 등장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여 필터 담배의 미국 시장 유율은 1952년에 1%이던 

것이 1954년 9%를 차지하는 데 이어 1960년부터는 시장

에서 우 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 다면 필터 담배가 과연 흡연자에서 폐암의 험

성을 낮출 것인가? 기 코호트 연구와 환자- 조군 연

구 결과에서는 필터 담배가 폐암에 한 상  보호효

과를 보 던 반면24-28) 이후 후속 으로 시행된 규모 

코호트 연구들에서는 필터 담배는 폐암 발생의 

인 험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보 다.

  가장 표 인 코호트 연구 의 하나는 British Doc-

tors' Study이다.29) 이 연구는 40년 동안 국 의사들의 흡

연 행동과 폐암과의 련성을 고찰한 코호트 연구로서 

1951년∼1971년 사이와 1971년∼1991년 사이에서 연령

으로 표 화한 폐암 발생률을 비교하 다. 연구 결과 폐

암 발생률은 첫 20년간보다 후반 20년간 19% 증가하

다(10만 명당 264명에서 314명으로).

   다른 연구가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ACS)에서 1959년부터 시작된 Cancer Prevention Study I 

(CPS-I)과 23년 후인 1982년부터 시작된 CPS-II이다. CPS- 

I과 CPS-II를 비교하 을 때 흡연자에서 연령을 보정한 

폐암 발생률이 후속 으로 시행된 CPS-II에서 남녀 모두 

더 큰 증가를 보 으며 반면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생률

은 CPS-I과 CPS-II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경

향은 하루 흡연량과 흡연기간으로 보정한 이후에도 유

지되었다. 즉, CPS-I 시기에 피우던 비필터 담배를 CPS-II 

시기에 필터 담배로 환하더라도 폐암의 증가를 방

하지는 못하 다는 결론을 보인 것이다(그림 2).
30)

  이 두 가지 코호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흡연자들의 

폐암 발생 험도는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증가하

다. 이들 연구 반에 필터 담배가 속히 보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폐암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한 비필터 담배보다 필터 담배가 시장의 우 를 차

지하면서 폐암의 조직병리학 인 변화가 발생하 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터 담배가 주류를 이루던 

1970년  이후 남녀 모두에서 폐 선암이 폐 편평세포암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남성에서는 선암이 그 

이 의 2배로 증가하 고 여성에서도 선암이 차지하는 

분율이 25%에서 33%로 속히 증가하여 폐암의 조직유

형 에서 가장 흔한 병리학  유형이 되었다. 2,292명의 

폐암 환자들을 상으로 한 환자- 조군 연구 결과 필터 

담배의 사용은 여성에서 편평세포암의 험도를 낮추었

고 남성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편평세포암의 험

도를 다소 낮추는 경향을 보 다. 반면 남녀 모두에서 

필터의 사용은 선암의 험도는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 다.
31)

 일본에서 시행된 환자 조군 연구에

서도 비필터 담배 흡연자보다 필터 담배 흡연자에서 편

평세포암의 험도가 선암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향은 주로 5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만 

나타났고 65세 이상에서는 담배 유형에 따른 폐암의 조

직학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32)

  필터 담배가 폐암의 병리학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설명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 , 비필터 담배로 흡입되는 입자의 크기는 평균 

0.25μ이고 필터 담배의 경우에는 0.20μ으로 작아지게 

된다. 고타르 비필터 흡연자의 경우 부분의 타르 입자

가 상기도와 기 의 분지 부분에 가장 고농도로 침착된

다. 이 나 시가로 표되는 비필터 담배는 알칼리성 

연기를 생성하여 free nicotine이 바로 구강 막으로 흡수

되어 짧은 시간 내에  니코틴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 나 시가를 주로 피우던 시기에는 담

배연기를 깊이 들이마시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폐암의 

부분이 주기 지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었다. 반

면 필터 담배와 타르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체내 니코틴 농도를 높이기 해서 보다 깊이 흡입하는 

보상행동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타르입자의 50% 정도

가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때 주로 발생하는 폐암

의 종류는 선암이다. 한 은 연령층에서 선암의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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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더 높은 이유를 가정한다면 은 연령층에서는 보

다 연기를 깊게 들여 마시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더 많은 발암물질들이 폐의 말 부분까지 도달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필터 담배 성분의 변화 역시 향을 미쳤을 것이

라고 생각하며 필터 담배의 경우 타르 함량의 감소로 

PAH의 함량은 었지만  다른 발암물질인 TSNA의 함

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NNK (4-(methylnitrosamino)-1-3 

(pyridil)-1-butanone)과 같은 nitrosamine은 감소하지 않는 

것도 폐 선암 증가의 원인이라 생각된다. 여러 동물 실험

에서 PAH는 편평세포암을 유발하고 TSNA는 선암과 선

종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다.32,33)

4. 저타르 니코틴 담배(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s)

  필터담배의 등장에 따라 1964년 미국 1인당 담배소비

량이 다시 최고 수 을 기록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해 라디오와 TV에서 연 캠페인을 

시작하고 1969년 법률을 제정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담

배 고를 지하 으며, 1970년 반부터는 비흡연자들

의 권리 찾기 운동이 시작된다. 이후 1964∼1970년 사이

에는 흡연율이 다시 차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는 흡연으로 인한 해의 이 타르와 니

코틴의 독성에 맞추어지고 각 담배회사에서는 앞 다투

어 소  순한 담배인 light cigarette을 생산하게 되고 이러

한 타르 니코틴 담배는 향후 10년간 시장의 우 를 차

지하게 된다. 

  담배의 타르 함량을 분석하는 기계는 1930년 에 개

발되어 미국 연방통상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에서 매년 담배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표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34)

 35 ml의 연기를 흡입한 후 

2 간 흡입을 유지하고, 1분당 1회의 흡입 빈도로 담배

의 일정 길이만큼만 흡입한다.

  FTC 방식으로 측정된 타르의 농도에 따라 담배의 유

형은 다음과 같은 등 으로 분류된다.

  ㆍUltralight:  1∼6 mg tar/cigarette

  ㆍLight: 7∼15 mg tar/cigarette

  ㆍRegular or “full flavoured”: 15 mg tar/cigarette

  참고로 1950년  반 필터 담배가 없었던 시기의 담

배는 FTC 방식으로 측정되는 타르 함량이 보통 25∼30 

mg 정도 다. 

  이러한 타르와 니코틴의 감소는 필터의 도입, 필터 끝

에 만들어진 공기구멍, 담배 품종의 변형, 구멍이 많은 

담배종이의 도입 등에 의해 가능해졌다. 1960년  후반 

필터 끝에 공기구멍이 만들어지고 1970년 에는 타르

(8∼14 mg)와 타르(≤7 mg) 필터 담배가 생산되면서 

미국에서 기계측정 타르와 니코틴은 1954년 38 mg, 2.7 

mg에서 1992년 12 mg과 0.95 mg으로 각각 낮아졌다. 

  그 지만 많은 실험연구 결과 타르 니코틴 담배 흡

연자의  니코틴 농도는 기계측정으로 추정되는 수

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기계로 

측정된 타르와 니코틴의 양은 실제 흡연자가 흡입하게 

되는 타르와 니코틴의 양을 정확하게 반 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자들은 타르 니코틴 담배를 피울 때 흡입

되는 니코틴 용량을 늘리기 해 여러 가지 보상행동을 

하게 된다. 즉, 보다 깊이 들이 마시고 좀 더 자주 빨아들

이고 보다 많은 부피의 연기를 마시게 된다. 담배 필터가 

있는 끝부분까지 깊이 피우고 니코틴 담배로 인해 낮

아지는  니코틴을 보상하기 해 하루에 더 많은 양

의 담배를 피우게 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니코틴 담배 

흡연자는 1분에 평균 2∼4회 흡입하고 흡입하는 용량은 

FTC에서 기계로 측정하는 흡입량인 35 ml보다 훨씬 많

은 최  55 ml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러

한 니코틴 보상행동은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

하면 부분의 역학연구들은 흡연량을 하루에 피운 담

배 양으로만 보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보상 인 흡

연 양상을 과다 보정하게 될 수 있다. 

  둘째, 기계 측정 시에는 단  시간당 일정한 속력

(force)과 양(puff)으로 흡입하게 되고 필터에 나있는 구멍

(vent)을 통해 연기가 희석되어 모든 담배 내용물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사람이 직  흡연하는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강도와 횟수로 흡입할 수는 없고 필터에 나 있는 

구멍(vent)도 흡연자의 손가락이나 입술에 의해 막 서 

담배 연기가 희석되는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담배회사 내부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필터와 니

코틴 담배의 보호효과에 해서 기 개발 당시부터 회

의 인 견해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Philip Morris사의 Helmut Wakeham이 쓴 메모에는 “ 부

분의 흡연자가 타르 담배로 바꾸면서 그 까지의 체

내 니코틴 농도를 유지하기 해서 더 많은 담배를 피우

고 있다”고 쓰여 있다. 

  실제로 타르 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지 않

은 경우보다 흡연량이 증가함을 증명한 연구가 있다. 

1959년부터 흡연자들에게 흡연 행동과 담배 종류에 

한 설문을 주기 으로 시행한 향  코호트 연구인 

American Cancer Society의 Cancer Prevention Study I (CPS-I)

의 연구 결과 타르 니코틴 담배로 환한 흡연자의 흡

연양은 그 이 보다 증가함이 증명되었다. 이 연구에서 

1959년부터 1972년까지의 담배 종류에 따른 흡연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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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n change in adjusted cigarette smoked per day 

(CPD) reported for subjects changing brand smoked versus 

change in machine measured nicotine yield per cigarette: white 

male smokers (n=169,610), 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Prevention Study I (CPS-I) study, followed 1960 to 1972. Each 

milligram decreased in machine measured tar yield among CPS-I 

smokers who changed brands between enrollment in 1959 and 

end of follow up 1972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of 2.31 

cigarettes smoked per day. Based on 169,610 white male smokers 

(source: Thun MJ, et al. 2001).

표 1. 국내에서 재 매되고 있는 타르 니코틴 담배.

니코틴 (mg) 타르 (mg)

일반 담배 솔 1.4 13.5

장미 1.0  9.0

겟투 1.0  8.5

디스 0.75  7.0

에쎄 0.65  6.0

던힐 0.6  6.0

디 0.6  6.0

타르니코틴 담배 마일드세 0.4  4.0

종 0.3  3.0

시즌 0.2  2.0

라크 0.1  1.0

더원 0.1  1.0

더원0.5 0.05  0.5

변화를 나타낸 그래 를 살펴보면 FTC로 측정한 타르가 

1 mg 감소할 때마다 하루 흡연량이 2.31개비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경향은 캘리포니아 담

배 연구(California Tobacco Surveys, CTS)에서 니코틴 담

배가 개발되기 인 1990년과 0.95 mg의 니코틴 담배

가 개발된 1996년에 시행된 담배 종류와 흡연량과의 

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1)

  타르 니코틴 담배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그

다면 타르 니코틴 담배가 과연 건강에 미치는 해를 

감소시킬 것인가?

  일부 역학 연구에서는 타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폐암의 험성이 다소 낮아지

지만 그 이외의 다른 질환들의 험도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미국과 국에서 시행된 코호트 연

구 결과 덜 해로운 담배의 보 에도 불구하고 1950년

부터 1980년 까지 노인 흡연군에서 폐암의 발생은 꾸

히 증가한 결과를 보 다.12)

  1982년 Cancer prevention study II (CPS-II)에서는 100만 

명가량의 코호트를 상으로 필터 담배의 타르 함량에 

따른 폐암의 험성을 평가하 다. 이 연구에서는 등

도 타르(15∼21 mg) 필터 담배를 기 으로 비교하 을 

때 고 타르(≥22 mg)담배와 비필터 담배의 경우 폐암의 

상 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hazard ratio 

1.44 (95% CI 1.20∼1.73), 1.64 (1.26∼2.15)), 타르(8∼14 

mg) 는 타르(≤7 mg) 필터 담배의 폐암 상 험

도는 등도 타르 필터 담배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hazard ratio 1.17 (0.95∼1.45), 1.02 (0.90∼

1.16)). 따라서 타르 함량이 감소하더라도 폐암의 발생 

험도는 직선 으로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르나 타르 흡연자에서는 같은 양의 담배를 피

우더라도 니코틴을 보상하려는 흡연행동이 일어날 가능

성이 있고, 둘째 타르 담배의 건조와 배합과정에서 기

존 담배보다 TSNA가 더 증가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

다. 즉, 타르 함량과 발암물질인 TSNA의 함량은 비례

인 상 계가 없기 때문에 타르 담배에서 타르 농도

가 낮다고 해서 발암물질의 농도가 더 낮지는 않다는 것

이다.35) 참고로 국내에서 매되고 있는 타르 니코틴 

담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5. PREPs

  미국 IOM에서 2001년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PREPs는 담배의 해로움 이기에 한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 이때의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표 

2)
9)
, 재의 주된 논쟁은 TSNA의 함량이 낮은 연기 없는 

담배를 담배의 해로움을 이기 해 들에게 권장

해야 하는지에 해서이다.36)

  1) 신기술 담배(Current engineered tobacco 

devices): 필터 담배와 타르니코틴 담배가 실망스런 

결과를 보임에 따라 담배 회사에서는 일반 담배와는 작

용기 이 다른 새로운 PREPs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표 인 두 가지 모델로서 R. J. Reynolds사의 Eclip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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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PREPs (Source: Stratton K. et al. 2001).

Category Descriptions Examples

Modified tobacco Reduced yield of selected toxicants Advance
TM, low nitrososmine tobacco cigarettes,

  Snus, reduced nitrosamine smokeless tobacco

Cigarette-like products Less combustion than cigarette Premier
TM (off market)

Eclipse
TM

Accord
TM

Pharmaceutical products Nicotine replacement Nicotine gum, patches, inhaler, nasal spray

Antidepressants that reduce nicotine craving Bupropion SR, nortriptyline

Other medications Nicotine antagonists, clonidine

Phillip Morris사의 Accord가 있다. 

  Eclipse는 1997년 R. J. Reynolds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nicotine delivery device (NDD)를 이용하여 기존 담배보다 

은 담배 연기를 달한다. 즉, NDD 내의 화된 유리

섬유 속에 장된 탄소연료를 이용해서 chamber 속의 니

코틴을 휘발시키고 NDD가 휘발된 니코틴을 glycerin 

stream을 통해서 흡연자에게 달한다. 다시 말해서 니코

틴을 증발시켜서 흡입하기 때문에 타르 흡입량과 부류

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일 수 있다는 을 담배회사

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담배와 Eclipse를 비

교한 연구에 의하면 Eclipse 흡연자가 담배를 더 오래 피

우고 흡입 횟수와 흡입 용량, 흡입 속도가 더 컸으며 일

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결과를 보 다. 한 

Eclipse 흡연자들의 흡연 후 만족도와 선호도가 기존 일

반 담배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다른 연

구 결과에서도 Eclipse 흡연자의 폐기능과 배출되는 nitric 

oxide 농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일부에서 폐포 상피

세포 손상을 감소시켰으나 일산화탄소로 인한 carboxy-

hemoglobin과 산화스트 스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

를 보 다. 증가한 carboxyhemoglobin의 양은 건강한 성인

에서는 심장이나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이나 기존 상동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심근 허

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Eclipse를 심  질환

이 있는 사람이 흡연하는 경우 허 성 심질환이 증가할 

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38)

  한 Eclipse가 기존 담배들보다 과연 폐암의 험도가 

더 낮을 것인가에 한 뚜렷한 증거는 재까지 없으며 

아마도 기존 담배와 최소한 거의 동등한 독성을 지닐 것

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FTC 테스트에서는 일정한 흡

입 부피와 빈도로 연소되는 에어로졸 내의 니코틴과 타

르를 측정하는 반면 실제 Eclipse 흡연자들은 이보다 훨

씬 높은 흡입 부피와 흡입 빈도로 흡연하기 때문에 FTC 

테스트에서보다 더 높은 발연 에 도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상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방출할 것이기 때문

이다.39,40)

  Accord는 필립 모리스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담배를 

태우지(burning) 않고 기라이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해 

데우게(heating)되어 보다 낮은 온도에서 담배가 연소되

고 한 가시 으로 보이는 부류연(side stream)을 일 수 

있다. 특수 제작된 기라이터는 4인치 크기로 충 이 

가능하며 Accord를 끼워서 데울 수 있다. 따라서 연기나 

재가 없어서 깨끗한 담배, 간 흡연의 험성이 없는 담

배로서 홍보되고 있다.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Accord는 

일반 담배와 타르 담배에 비해서 일산화탄소 방출량

이 더 낮고 일부 연구에서는 비흡연자와 같은 수 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 한 Accord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3 mg, 2 mg 미만으로 타르 니코틴 담배에 속한

다.

  그러나 Accord에 한 시험자들의 주 인 반응은 기

존 담배보다 흡연 후 만족도가 더 낮다고 보고하 고 

Accord를 피우는 경우 기존 일반 담배를 완 히 Accord로 

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따라서 아직까지

는 Accord가 기존 담배를 치하는 제품으로서는 불완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제품 모두 회사 내의 자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독성물질을 일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car-

bon monoxide, glass fiber와 같은 새로운 독성물질이 등장

할 수 있다. 둘째, 규모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실제

인 장기간의 연구 결과가 없다. 셋째, 체 인구 집단

에 한 향으로서 신기술 담배의 등장으로 인해 흡연

자는 연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과거 흡연자는 다

시 흡연을 시작하게 될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들도 흡연의 험성에 한 두려움이 없어져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

운 제품들에 포함된 독성물질의 종류와 각 성분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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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ales of snus and ci-

garettes in Sweden 1916∼2002 

(source: Swedish Match 2003). 

체 내에서 작용하는 기 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2) 변형담배(Cigarettes with modified tobacco): 

니코틴과 타르 외에 담배의 주요 독성 발암물질을 인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Vector사에서 개발

한 Omni가 표 인 것으로 catechol과 PAH를 여 부류

연의 독성을 감소시켰다. Omni는 매제로 palladium을 

사용하여 연소 효과를 높인 통 인 담배이다. 많은 발

암물질들이 불완  연소의 산물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Omni는 이러한 불완  연소로 인한 발암물질의 발생을 

일 것으로 가정되었다. 실제 미국에서 고되기를 

Omni는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험한 발암물질인 세 가

지 물질 즉, PAH, TSNA, catechol이 어든 담배라고 홍

보되고 있다. 그러나 Omni의 니코틴의 함량은 니코틴

이 아닌 일반 담배 수 이므로 독성과 의존성은 여

히 남아있으며 palladium과 같은 새로운 독성물질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다.

  34명의 소그룹을 상으로 한 시험 연구에 의하면 

Omni 흡연자들은 total puff volume이 일반 담배 흡연자보

다 11% 감소하여 덜 강하게 흡입하는 경향을 보 으나 

일반 담배 흡연자들과 동일한 흡연량(cigarettes/day)을 보

다. 한 체 코티닌(cotinine)은 기존 담배 흡연보다 

18% 감소하 으나 개비 당 일산화탄소 상승정도는 2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한 욕구는 일반 담배

에 한 욕구와 유사하 으며 발암물질 사물의 수

은 다소 낮았지만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한 Omni 

흡연자들의 2/3에서 Omni가 기존 담배보다 더 약하고 맛

이 덜하다는 주 인 평가를 하 다.42)

  3) 니코틴 없는 담배(Nicotine-free tobacco ciga-

rette): 여러 가지 독성물질을 감소시켜도 니코틴 함량

이 그 로이면 독성과 의존성은 여 히 남아있으므로 

독성물질뿐 아니라 니코틴 함량까지 인 새로운 제품

들이 개발되었다. 표 인 것으로 Vector사에서 개발한 

Quest (aka Omni-Free)가 있다. Quest는 Omni와 동일한 회

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Omni는 니코틴 함량이 일반 

담배 수 인 반면 Quest는 니코틴 제형으로 출시되었

다. Quest는 nitrosamine의 함량을 이고 니코틴 함량을 

3단계로 나 어 단계 으로 여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

으며 ‘Quest 1'의 니코틴 함량은 일반 니코틴 담배의 

80%, ‘Quest 2'는 40%에 불과하며 ‘Quest 3'는 니코틴이 

 없는 제형이다. 회사 측은 Quest가 유 자 변형 기

법으로 니코틴 함량을 인 연 로 제작되었고 맛과 향

은 일반 담배와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코틴 자체는 건강에 한 직 인 해 원

인으로 생각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Quest 역시 개의 

nitrosamine을 인 담배와 비슷한 독성을 가질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nitrosamine 이외의 다른 독성물질은 일반 

담배와 동일하며 니코틴 함량으로 인하여 더 깊게 흡

입하게 되어 오히려 다른 독성물질에 한 노출이 많아

질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한 니코틴 없는 담배는 

응된 이후 결국에는 연에 이르도록 한다는 처음의 

개발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연보조제보다는 담배의 

일종으로 매되고 있다는 도 문제 이다. 

    4) 연기 없는 담배(Smokeless tobacco): 연기 없는 

담배는 ‘spit tobacco', ‘chewing tobacco', ‘chew', ‘dip', ‘plug'

의 이름으로도 불리며 크게 ‘snuff'와 ‘씹는 담배(chewing 

tobacco)'의 두 가지의 형태로 나  수 있다.4) Snuff는 아랫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티백 안에 작은 

분말 형태의 담배가 들어 있다. 장미유나 박하, 라일락 

등의 향료를 첨가하여 사용자의 호응도를 높이며, 콧구

멍에 도포하는 형태도 있다. 연기 없는 담배는 재 미국

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

가, 그리고 인도와 일부 아 리카에서 리 사용되고 있

다. 미국에서는 체 성인의 3% 정도가 사용하고 있으

며 이  남성은 6%, 여자는 0.6%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은 백인 남성이 많이 사용하는데, 남자 고등학생은 

13.6%, 여자 고등학생은 2.2%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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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ge standardised rate 

of lung cancer and oral cavity 

cancer for males and females in 

selected countries and a global 

average for more developed coun-

mtries based upon age stand-

ardised rates for 100,000 based 

upon world population census 

(source: Foulds J, et al. 2003).

사용자  1/3은 21세 미만으로 악된다. 이들  반 

정도는 13세 이 에 연기 없는 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니코틴에 독되는 사용자는 

니코틴 함량이 더 높은 랜드로 옮겨가기도 한다. 

  스웨덴의 snus는 1970년 이후 사용량이 격히 증가하

기 시작하면서 2000년 당시 남성은 19.3%, 여성은 1.7%

의 흡연율을 기록했다(그림 4).
6)
 

  특이한 사항은 snus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안 ciga-

rette의 사용량은 꾸 히 감소하여, 2000년 일반 궐련에 

한 남성 흡연율이 17.1%, 여성 흡연율이 21.1%를 기록

하고 있는 이다.44) 이 기간 동안 폐암과 심  질환으

로 인한 사망이 큰 폭으로 감소하 는데, 1987년부터 

1995년 사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가 남성에서는 22% 

감소하 지만, 여성에서는 같은 기간 감소한 비율이 

반에 불과했다는 보고가 있고45), 2000년  스웨덴 남성

의 폐암 발생률은 비슷한 수 의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 한 구강암의 발생 빈도도 

지난 20년간 감소하여 국제 으로도 낮은 수 에 치

하고 있다(그림 5). 이러한 효과는 snus 사용이 어 흡연

율 감소의 폭이 낮은 여성이 같은 기간 체 인 건강 

련 지수가 호 된 폭도 은 경향과 비교되면서 실질

인 snus의 효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
46)

 

  이로써 스웨덴에서 snus의 사용은 남성들로 하여  니

코틴 의존도가 낮은 형태로 흡연을 유도함으로써 남성

의 낮은 cigarette 이용에 기여하고 건강 상태가 호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47) 

  하지만 이에 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29) 스웨덴에서는 

cigarette에 비해 snus에 상 으로 낮은 세 을 부과하

여 snus의 사용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cigarette과 snus를 

함께 생산하는 담배 회사인 ‘Swedish Match'가 독 으

로 담배를 매하면서 snus를 비교  해가 은 담배로 

홍보하며, cigarette을 끊는 수단으로서 snus를 알리기도 

하 다. Swedish Match에서 지원한 여러 연구들이 snus의 

독성을 강조하 고, 이를 매체들이 무비 으로 

알리면서 스웨덴에서는 snus가 ‘덜 해로운’ 담배로 자리

를 잡을 수 있었다. 이로써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들

도 지속 으로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6. PREPs 연구의 문제점

  PREPs에 하여 과학 으로 확실히 입증된 자료는 거

의 없으며 체계화된 감시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한 

과거 필터 담배와 비필터 담배, 타르니코틴 담배 등과 

기존 담배를 비교하는 역학연구들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먼  PREPs로 인한 흡연 행동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

고 PREPs 자체의 독성과 발암성에만 을 맞춘 연구

가 부분이며, PREPs가 흡연 행동에 미치는 간 인 

향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를 들어 애

에 연을 결심했던 사람도 PREPs의 유혹으로 인해 담

배를 계속 피우게 된다면 폐암 발생의 험도는 흡연 기

간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감소된 

타르로 인한 폐암 감소 효과보다 연을 하지 않게 됨으

로 인하여 증가하는 폐암 발생 험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 한 덜 해로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행동이 

PREPs의 발암물질과 독성 감소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향의 크기는 매우 불확실하고 이에 한 

개인차 역시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설계하는 데

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부분의 코호트 연구  환자- 조군 연구

에서는 흡연량을 하루에 피우는 담배량으로 보정함으로

써 PREPs가 폐암에 미치는 향을 과다 보정할 수 있다. 

즉, 타르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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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흡연행동으로 인해 단  개비 당 흡수되는 발암물질

의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니코틴 담배로 환하는 흡연자들의 특성

은 그 지 않은 군들과 비교하여 다른 건강 험요소를 

가질 수 있다. 즉, 니코틴 담배로 환하는 군은 보다 

니코틴 의존성이 낮은 군일 가능성이 높고, 흡연에 한 

독성도 덜한 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과거의 흡

연 정도도 비교  덜 심할 것이고 코호트 연구 진행 도

 연을 시작할 확률이 더 높은 군이다. 부분의 향

 코호트 연구들이 상자 수집 당시에만 흡연 습 을 

조사하기 때문에 연구 경과 도 의 연율의 차이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일  연하는 군에서는 폐암 

발생의 험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 담배로 

환한 효과인지 아니면 연구 도  연한 효과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다. 

  네 번째, 부분의 역학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니코틴 

의존 정도나 흡입 연기의 양, 담배 한 개비 당 몇 회를 

흡입하는지, 얼마나 깊이 흡입하는지 등에 한 구체

인 자료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8)

  한 최근 약 11만 6천여 명을 추 한 미국의 연구에

서 담배를 끊은 사람과 끊지 않고 연기 없는 담배로 

환한 사람 사이의 험을 비교하 다.
48)

 20년간의 추  

찰 결과 담배를 끊은 사람에 비해 환한 사람들의 총 

사망률(HR 1.08)  폐암(HR 1.46), 심  질환(HR 1.13), 

뇌졸 (HR 1.24)의 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약 

28만여 명의 스웨덴 건설 노동자를 추 한 연구에서는 

췌장암은 증가하 으나(HR 2.0) 구강암(HR 0.8)이나 폐

암(HR 0.8)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 고
49)

, 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snus의 험도를 계산한 연구에서는 

궐련을 snus로 바꾸는 것이 건강에 한 이득이 크다고 

주장하 다.
50)

 이 게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발표하는 

결과가 상이하며, 특히 연기 없는 담배에 해서는 사용

하는 랜드나 사용 국가에 따라 건강에 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1) 

결      론

  PREPs로 표되는 덜 해로운 담배에 한 논쟁은 

재도 진행 이다. 최근에는 연기 없는 담배에 한 논의

가 치열한데 이를 옹호하는 측은 스웨덴의 경험을 토

로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들에게는 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연기 없는 담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건

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 하자는 

입장이다(.... 략 으로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연기 없는 

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궐련을 피우는 것보다 90% 

정도 덜 해롭다).
52)

 스웨덴에서 이 진 한 연구에서는 

‘snus의 사용이 흡연자가 될 험을 이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53) 이

에 따라 THR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 문구로 요약

된다 -‘quit or die' vs ‘harm reduction'. 담배에 해서 독립

인 하나의 기 (Tobacco Products Agency)이 구매와 

매에 한 독 인 권한을 행사하여 통제하고 차 법

과 세 으로 니코틴 체의약품으로 담배를 체하여서 

최종 으로는 니코틴 체의약품마  여가자는 방법

을 제시한 Gray 등
54)

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 닿아 

있다. 

  한편, 이를 반 하는 입장으로서는 과거 필터 담배나 

타르니코틴 담배의 경험을 통해 담배 회사의 비윤리

성을 지 하고, PREPs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측을 하고 있다(...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덴 이 있다. 

처음에는 필터 담배 고, 두 번째는 타르 니코틴 담

배 다).36) 심지어 1980년   내과 교과서에서는 타

르니코틴 담배를 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상으로 

사용하라고 기술된 도 있었다. 한 PREPs에 하여 

재까지 이루어진 정 인 연구결과도 일부 국가와 

인종, 일부 랜드에 국한된 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하

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재까지 기차게 

지속되어 온 연 운동에서 PREPs를 용인한다면 기존 

일 된 흐름이 약화되고 일반인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고민도 함께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55)

 EU

에서는56) PREPs의 사용을 공식 으로는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을 여행하면서 PREPs를 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직은 PREPs가 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노출이 많아질 가능성

이 높다. 성인 흡연율이 아직도 매우 높고 청소년 흡연율

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PREPs를 권고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흡연의 험성을 이는 방법에 한 잘

못된 인식을 심어  수 있는 험성이 있다. 특히 담배의 

해로움을 일 목 으로 일반 담배 흡연자에게 연기 없

는 담배와 같은 PREPs를 권하는 것은 이에 한 장단기

 향이 보다 확립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나 고

려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에 한 논의를 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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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상 퀴즈에 응답해서 60% 이상 득점하시는 회원에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회원 평점 4점을 드립니다. 임상 퀴즈에 답하셔서 

응답지를 대한가정의학회 사무처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팩스: 3210-1538, E-mail: kafm@kafm.or.kr).

  1. 다음  담배에 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담배는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장 요한 발암물질은 니코틴이다.

    나) 덜 해로운 담배로 인해서 궁극 으로는 흡연율의 증가하여 국민 체 질병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다) 담배를 여서 피우는 경우 심근경색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라) 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반 수 인 담배를 피우는 경우 흡입되는 니코틴과 타르의 양이 반으로 감소한다.

    마) 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경우 폐포로 흡입되는 담배 연기의 양이 시가나 이  담배보다 더 다.

 

  2. 다음  담배와 련된 연구 결과에 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비 필터 담배를 필터 담배로 환한 사람들에 한 코호트 연구 결과 폐암 발생률이 감소하 다.

    나) 필터 담배가 시장의 우 를 차지하면서 폐 선암보다는 편평세포암이 속히 증가하 다.

    다) 타르 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경우 하루 흡연량이 타르 감소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 등도 타르 필터 담배에 비하여 타르 는 타르 필터 담배가 유발하는 폐암 험도가 더 낮다.

    마) PREPs에 한 연구들은 PREPs 자체의 발암성과 독성뿐만 아니라 PREPs로 인한 흡연 행동의 변화까지 고려하 다. 

  3. 최근 스웨덴의 사용 경험을 토 로 담배의 해로움을 일 수 있을지 여부에 해 치열하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가) 필터 담배    나) 타르니코틴 담배   다) 신기술 담배    라) 연기 없는 담배

  4. 연기 없는 담배에 한 논란과 거리가 먼 것은?

    가) 사용하는 랜드나 국가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나) 연기 없는 담배를 에게 홍보할 경우 오히려 청소년의 니코틴 독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다) 연기 없는 담배는 니코틴 체 요법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

    라) 연기 없는 담배는 일반 궐련에 비해 험이 을 수 있으나 그 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담배 해로움 줄이기의 역사와 근거
임 상 퀴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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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권 제 7 호 임상퀴즈의 정답은 638쪽에 있습니다.

제28권 8호 응답지  (담배 해로움 줄이기의 역사와 근거)

의사면허번호 문의 번호 소속 지회

성        명 연락처( 화) 연락처(E-mail)

퀴 즈

번 호

1.

2.

3.

4.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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