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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영범**
<초록>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전자담배 판매의 급속
한 신장을 대처하기 에는 미흡하다. 정부는 궐련담배의 위해를 줄인 혁신적 담배제품인 전자담
배를 궐련담배와 같은 기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꼼꼼한 담배제품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기조에 반영
하였다. 그러나 쥴의 급속한 판매신장, 전자담배사용과 관련된 폐질환(EVALI) 발생에 대한 대
처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도 세수확보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건강 증진측면에서 전자담배를 규제
하여야 한다. 궐련담배 사용 억제를 통해서만 담배 위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제어: 전자담배, 담배위해 감축, 국민건강 증진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높여가고, 아
이코스, 쥴 등 보다 혁신적인 새로운 담배제품이 계속하여 시장에 출시되고, 궐련담
*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하여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한성대학교 연구지 지원에 감사드린
다. 필자가 참여한 연구인 글로벌경제연구원(2019)과 한국위해감축연구회(2019) 중 필자가 담당하
였던 부분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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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등 기존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21년까지 5천5백만 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Knowledge Action Change, 2018),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나라에서
전자담배의 규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 쥴의 출시이후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자 담배제품 사용 최저연령을 21세로 올렸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
스 출시 2년 후에 궐련담배의 판매가 27% 감소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코스
의 시장 점유율이 출시 2년만에 10%를 넘어섰다. 궐련담배의 판매는 줄어들고 세율
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사용 관련 폐질환인 이발리(EVALI) 발생이후 전자담배
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본 논문은 청소년층의 쥴 사용 급증. 사망자까지 생긴 이발리의 발생, 2020년 5월
로 예정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市販前 승인제도 적용 등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제도, 규제환경의 변화, 도전과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처 등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
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제도와 정책 운용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세계의 전자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이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미국
은 국민의 건강보건 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꽉 짜인 규제의 틀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를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FDA로 일원화된 체계
적인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쥴, 이발리 등 변화요인에 적절하게 대
처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 전자담배 사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고찰한다. 많은 나라에서 궐련담
배와 대비한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수용성 여부가 전자담배
규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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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자담배 규제의 핵심쟁점: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되어 2006년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배제품의 하나
로 규제한다.1)
담배세를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필요성, 담배에 대한 대중적 인식 등의 차이로 나
라별로 담배에 대한 규제가 다른데, 시장에 출시된 지 20년이 되지 않아 기존의 담배
에 비해 새로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나라별로 규제의 차이가 더 크다.
궐련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나 호주2)와 같이 전자담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궐련담배의 흡연을 금지하나 전자담
배는 사용을 허용하거나 규제 여부를 정하지 않은 국가도 많다(Knowledge Action
Change, 2018).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본에서는 허용
되지 않는다. EU의 경우 기존 담배의 판매는 허용하나 기존담배에 비해 위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기없는 담배인 (스웨덴에서 만들어지는) 스누스(Snus)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과거에는 전자담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는
데, 현재에는 금연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자담배를 권장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규제와 관련된 가장 핵심 쟁점은 전자담배의 위해저감 효과이다. 궐련
담배는 위해성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데, 궐련담배와 비교하
여 위해가 적은 전자담배에 대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국민
건강보건에 부정적이라는 주장과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규제는 같아야 한다는 주장
이 대립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0만 명이 담배관련 질병을 앓고 있고, 6초마다 1명이 흡연
관련(smoking-related)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Nitzkin, 2014; Pang, 2018), 담
1) 소비자제품(consumer products) 혹은 의약품(medical products)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전자담배는 기기와 니코틴을 포함한 액이 별도로 판매되는데, 사용 및 니코틴 판매는 금지하나 기
기의 판매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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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끊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궐련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사용하다면
궐련담배로 인한 질환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Bates Clive, 2019; Rodu
and Godshall, 2006; Phillips, 2009; Tobacco Advisory Group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07).
연기가 없거나 적게 나오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궐련담배와는 다른 규제를 적용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궐련담배로 인한 대부분의 질병이나 사망은 니코틴이 아니라
흡연 시 발생하는 타르 등 위해물질 때문이라는 사실-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에 근거하고 있다(Fagerström and Bridgman, 2014).3)
궐련담배와 같이 전자담배를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전자담배의 위해
감축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철민·조희경(2007)에 의해 전자담배의 위해감
축과 관련된 정책 개념 등이 처음 소개되었으나 최근에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
매가 신장되기 전 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정유석·문옥륜·김공현, 2019).

III.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검토4)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E-cigarette, Electric Nicotine
Delivery System(ENDS)), 기존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혼합 형태인 궐련형 전
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HTP), Heat Not Burn(HNB))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HTP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가 전자담배로 통칭된다.5) 스누스
(Snus) 등 연기 없는 담배(Smokeless tobacco)는 광의의 전자담배 범주에 포함되나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한정하
3) Russell(1976)은 “사람들은 니코틴 중독으로 흡연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나 타르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처음 밝혀냈는데, 그 이후 수행된 많은 연구들의 결과도 Russell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4) 우리나라에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조사하고 검증한 학술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연
구와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5)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vaping)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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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UK MHRA,
2010; Sons and Siegel, 2011; Nitzkin, 2014; West and Brown, 2014; Bell and
Keane, 2014; Hartmann-Boyce, 2016;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16;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8; Rigotti, 2018;
UK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18).
영국 왕립의사협회 (Royal College of Physicians)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위해는
연기담배제품의 위해의 5%를 넘지 않는 듯하며, 5%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16).
그러나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덜하다는 것을 100% 확신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장기간 시일을 필요로 하는 역학연구의 결과로 뒷받침되어
야 하며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어나면 금연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Sumner, 2005; Tomar, Fox and Severson, 2009; Fairchild, Bayer and Colgrove,
2014; Voigt, 2015;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2019; Schroeder, 2019).
여러 연구들로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의 역할이 입증되고 있는데, 기존의 니
코틴 대체제(Nicotine Replacement Therapy)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Benowitz, 2019; Farsalinos and Niaura, 2019; Hajek, 2019). Shapiro and Aneja
(2019)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담배의 사용의 급속한 증가가 최대 70%(연령계층에
따라서)의 흡연율 하락을 설명한다.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율이 비사용자의
금연율보다 낮다는 증거가 없다(Weaver, 2018)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등 미국의 8개의 전문가 단체 및 학
회는 금연 치료제로서의 효용성과 장기간 사용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부분
이 있으나 전자담배가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해가 적다는 입장이다
(Rigotti, 2018; Rigotti, 2019). 영국의학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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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 및 금연보조제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요청으로 담배제품규제 관련 기
술적·과학적 자문을 위해 만들어진 ‘담배제품 규제에 대한 WHO 연구그룹(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TobReg))’의 보고서에 따르면, “액
상형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 효과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혹은 부
정적인 한쪽으로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었으나 특정한 환경에서 일부 흡연자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2019).
영국, 뉴질랜드는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를 권장하는 등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
과를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McNeill, 2018; Public Health England,
2019).6)
전자담배의 흡연유인 효과(Gateway effects)7), 특히 젊은 층에 대한 효과에 대
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영국에서는 흡연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주류의 입장
이나 미국에서는 흡연유인 효과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Bayer and Colgrove,
2004;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8; Farsalinos,
2019; Shahab, 2019).
Levy (2018)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전자담배 사용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청소년층의 흡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게이트웨이효과가 없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는 달리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청소년층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EU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대비한 영국의 사례는 청소년의 흡연유인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Foulds, 2019; Mayers, 2019).

6) 영국은 매년 8월에 열리는 영국보건청 주관 금연지원행사인 STOPTOBER(Stop+October) 캠페인
에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의 하나로 권장한다. 뉴질랜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금연핫라인
(Quitline’)에서 금연 보조도구로 전자담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7) 게이트웨이(Gateway)효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소 대중적 용어이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쥴의 급속한 판매 신장에 따라 정책 당국 및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쥴에 대한 비판
은 쥴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흡연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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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궐련형 전자담배8)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PMI 및 British American Tobacco(BAT) 등 담배
회사 주도 및 지원으로 이루어진 초기 연구(Schaller, 2016; Jaccard, 2017;
Mallock, 2018; Murphy, 2018; Gale, 2019)에서 확인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감
축 효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화되면서 이
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적어도 단기 기준으로는 일반 궐련보다
는 위해가 적다는 것이 확인되었다(Protano, 2016; Kanae, 2017; Kvasha, 2017;
Prodanchuk, 2017; Ruprecht, 2017; Stephen, 2017; Farsalinos, 2018; Li, 2018;
Simonavicius, 2018)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궐련형 전자담배도 위해감축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Cornuz and
Berthet, 2017;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2018; Gideon, 2018; Glantz, 2018;
Li, 2018; Dautzenberg and Dautzenberg, 2019).
영국 PHE, 네덜란드 국가보건환경원(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등 여러 나라의 국가기관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가 기존 담배에
적다는 입장이다(UK Committees on Toxicity, Carcinogenicity and Mutagenicity
of Chemicals in Food, Consumer Products and the Environment, 2017;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2018; Public Health
England, 2018).
담배제품 규제에 대한 WHO 연구그룹(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TobReg))’의 보고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HTP)의 위해성 효과
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largely) HTP의 독극물
(toxicant)이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HTP에서만 생기는 새로운 독극물이 발
8) 궐련형 전자담배는 1988년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날(Philips Morris International: PMI)의 아이코스(Iqos) 등이 최근에 들어 상업적으로 성
공하였다. 특히 2019년 4월 아이코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FDI의 시판 승인을 통
과하는 등 향후 글로벌 담배시장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Pa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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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고 있으므로 위해(exposure and risk)가 저감된다는(reduced) 산업계의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보다 많은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2019).9)

3.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질환(EVALI)10)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 중에 폐질환(lung injury) 환자가 생겨서 2019
년 11월 현재 37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향후에
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용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폐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11) 30대 남성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발
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9월 말
에 폐질환과 관련된 가장 현저한(prominent) 제품은 마리화나인 THC임을 밝혔다
(US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a; US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b). 미국 식약청(Federal Drug Administration: FDA)
청장대행은 “소비자들이 마리화나인 THC를 액상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을 중단하고, 전자담배를 변형하거나 기존 액상에 THC와 같은 물질을 추가하지 말
고, 암시장에서 전자담배 내용물을 구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발표를 하였다(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b).12)
9) 그룹의 회의가 열렸던 2017년 12월 까지 알려진 과학적 증거가 검토되었으나 사후적으로 FDA의
아이코스에 대한 2018년 논의과정도 같이 고려하였다.
10) FDA는 전자담배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질환을 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Use Associated Lung Disease)로 명명하였다. EVALI가 TCH 카트리지에 포함된 E-vitamin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강조하여 일부에서는 EVALI가 E-Vatamin Associated Lung Disease의 약자
라고 주장한다.
11) 미국 외에 캐나다에서도 환자가 생겼는데, 캐나다 환자도 미국에서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도 판명되었다.
12) 일부 전문가 들은 CDC가 폐질환 발생 초기에 THC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밝혔으면 피해가 줄어
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iegel, 2019a; Siegel,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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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4 개주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THC가 합법화되
지 않은 주에서 암시장에서 구입한 THC 액상을 사용하여 폐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13)
미국에서의 폐질환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액상형 전자담배가 위해가 훨씬 덜 하
다는 영국 공중보건청의 기존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영국 공중보건청은 2019년 10
월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영국에서 매일 22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금연을 할 수 없는 흡연자는 전자담배로 바꾸어야 하며 다만 THC제품은 사용하
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Public Health England, 2019b).

4. 소결
장기적인 위해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최
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자담배가 궐련담
배에 비해 위해가 덜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액상형 전자담
배와 관련된 폐질환은 마리화나의 사용이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규
제의 사각지대의 방치한 미국의 예외적인 사례이다.
적어도 단기 기준으로 궐련담배 관련 질병 및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기존 담배제품과 같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시판된 전자담배에 대해 WHO는 2005
년부터 적용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의 틀 안에서 기존의 담배제품과 같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으나 WHO 주도로 만들어진 ‘담배제품 규제에 대한 WHO 연구그룹’도 전자담배의
위해 감축 효과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전향적인 정책
이 요구된다.
13) EVALI 환자중 일부는 THC구입 사실을 숨겨 CDC가 발생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불법으로 생산되어 유통된 THC제품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FDA는 불법제조 공장
및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 수사(criminal investigation)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Arizona
Daily Independent News Servi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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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의 전자담배 규제 정책과 현황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같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틀 안에서 규제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조, 수입과 관련하여 제조업 허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
야 하고; 수입판매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담배 갑에 경고문구 및 성분을 표기하여야
하고; 광고를 제한하고; 판매촉진이 금지되고; 오도문구의 사용이 금지된다. 유통과
관련하여 도매업은 등록하여야 하고;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에 대
한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 시 영업정지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담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중 규제라 할 수 있
는) 담배 값에 경고문구, 경고그림을 표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공중이용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으며; 가향물질함유 표시가 금지된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담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중 규제인데)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된다.
조세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개별소비세, 지방세법에 의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부담
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궐련
담배에는 연소생산안정화기금이 부과되나 전자담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궐련담배
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인 4,500원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일반궐련의 제세
부담금이 약 3,323원(73.8%)로 가장 높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66.8%)로
일반궐련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669원으로
판매가의 37.2%에 불과하다.
글로벌 경제연구원(2019)에 따르면 과세 측면에서 궐련담배는 세 부담이 다른 나
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 전자담배는 상당히 높다. 일반궐련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비중은 73.8%로 일본(63.06%), 덴마크(74.15%), 핀란드(87.41%),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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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 헝가리(72.28%), 이탈리아(76.04%), 러시아(57.74%), 영국(79.39%)
등과 비교하여 봤을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가열식 전자담배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비중은 66.8%로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두 번째인 일본의
49.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 국가에 따
라 니코틴을 금연보조제로 볼 것이냐, 담배의 일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 부담
의 크기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담배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세 부
담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서는 높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6번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였는데, 일관된게 전자
담배의 위해감축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아이코스의 위해저감 효
과에 대해 자체실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인한 유일한 국가이다(한국식품의약품안
전처 보도자료, 2018).
PMI는 정부에 실험결과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정부가 거부하여 현재 소송
이 진행 중이다(Philip Morris International, 2018). 미국 FDA가 아이코스의 미국내
시판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14)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는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질환 530
건·사망8건 발생한 시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c). 2019년 10월에는 국내에서 폐손상 의심사례가 첫 번째로 발생
하고 미국에서 폐손상 사례가 확대되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
였는데, <표 1>에서 보듯이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 사망자를 포함한 환자
가 발생한 미국에서 보다 강력한 사용 중단 권고를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d).

14) 보다 자세한 논의는 최재욱·김경희(2019), 백유진·김희진·조홍준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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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에 대한 한국, 미국 정부의 입장
한국 보건복지부

미국 식약국(FDA)

- 국내외에 폐 손상 및 관련하여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액상
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함

- 액상으로 마리화나인 THC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
하고, 전자담배를 변형하거나 기존 액상에서
THC와 같은 물질을 추가하지 말고, 암시장에서
전자담배 내용물을 구입하지 말 것을 경고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건보다는 과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담배제품 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
는 2015년 궐련담배 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세율을 인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배 값을 인상한 2015년에는 흡연율이 떨어졌으
나 2016년 흡연율은 다시 증가하였다. 2015년 담배 값 인상은 청소년 및 경제적 취
약계층의 흡연만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궐련담배의 제세부
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25%가 넘으나 금연사업에는 1% 약간 넘게
사용하고 있다. 가족계획에 필요한 비용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지불한다.16)
전자담배 제조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조 장소 실사의 주안점은 과세이다. 담배제품
성분 제출의무는 니코틴, 타르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과세 부과를 위한 판매량 자료
제출은 의무화되어 있다. 제품 또는 성분에 따른 규격기준도 없다.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정부 입장도 과세를 우선시 하는 담배
제품 규제 정책의 기조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자담배의 위해가 궐련담배에 비해서 적다는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자담
배의 과세가 종종 쟁점이 된다.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권련담배의
판매량이 줄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렸으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늘자
15) 신재우 (2017) 담배값 인상 저소득층, 청소년엔 효과...’흡연율 하락. 2017.11.17. 연합뉴스.
16) 서흥관 (20114) 암 등 사망원인 1-3위 흡연 탓, 가격인상은 일석이조 금연정책. 2014. 9.17. 서
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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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다.17)
우리나라는 WHO의 FCTC를 비준하였지만 담배제품 사업자의 포괄적인 정보 제
출 의무, 담배성분 측정 및 결과 보고, 담배위해성 연구결과의 규제정책 활용 측면에
서는 FCTC가 권고하는 수준에 크게 못 치고 있다(Kim and Kwon, 2015).18)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9년 2/4분기부터 판매 실적을 정부가 집계하기 시작
한) CSV제품을 제외하면 국내 판매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사업자에 의해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V.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의 분석과 논의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자담배 규
제 정책은 궐련담배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담배제품 규제 정책의 틀 안에서 이해
하여야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9년 말부터 시판되고 있다.

1. 연방정부의 규제
20세기 초부터 주별로 담배 구매의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규제를 하였
으나 1964년 공중보건청 청장(US Surgeon-General)의 보고서에 의해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밝혀지면서 연방차원에서의 담배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Knowledge Action Change, 2019).
17) 서울신문 (2020) 세율 낮은 전자담배 인기에 지자체 울상. 2020.1.15
18)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담배의 법
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
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
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
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
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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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흡연이 흡연자뿐 아니라 가족, 회사 동료들의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의학적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들이
도입되었고 관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많은 피해배상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Bayer and Colgrove, 2004). 46개 주의 검찰총장들은 담배관련 질병으로 인한 공
공의료비 부담을 청구하는 소송을 필립모리스 등 미국 4대 담배회사에 제기하였는
데, 1998년 양자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담배회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
고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공공의료비 증가분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
(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하였다.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5년 FDA는 11개 부처에 분
산되어 있는 담배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담배회사 브라운앤윌리암손(Brown & Williamson)이 1938년에 제정된 식품
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에 의거하여서는 FDA
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판결에서 담배회사가 승
소하였다(Knowledge Action Change, 2019). FDA는 니코틴이 의약품이고 담배는
의약품전달시스템이기 때문에 FDA가 권한을 가진다는 입장인 반면 브라운앤윌리암
손은 법이 제정된 1938년 이후 FDA가 그와 같은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고 의회가 그
와 같은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000년 FDA의 패소 이후 수년 간 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9년 제정된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TCA)’로 FDA는 담배제품의 제조, 준비, 합성, 가공 시설의 유지 및 등록, 성분, 시
판, 불법 불량 담배제품의 회수, 폐기 및 모니터링, 담배제품의 정보 제출 요구 및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Kim and Kwon, 2015).
FDA의 담배제품센터(Center for Tobacco Products: CTP)는 TCA에 의거하여
담배관련 규제의 총괄부서로 자리매김하였다.19)

19) FDA는 니코틴대체치료(nicotine replacement therapy)에 대한 규제권한은 FD&C Act에 근거하
여 가지고 있었며 ‘의약품평가연구센터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가 관
련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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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2016년 5월 발표한 ‘담배제품에 대한 최종지침(deeming rules)’에 의거하
여 담배(cigarette), 각련(roll-your-own tobacco) 및 ‘연기 없는(smokeless
tobacco)에 국한되었던 FDA의 규제 권한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으로
확대되었다(US Federal Register, 2016). 새로운 출시되는 제품은 청소년에 대한 판
매 및 무료샘플의 금지, 경고문 부착, 제조업자 등록, 제품의 FDA 검토 의무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FDA는 담배제품의 시판시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2007년 2월 15일 이전의 담배제품은 예외담배제품(grandfathered tobacco product)
으로 심사 없이 인정하고, TCA 발효 이전 전후 2년 기간인 2007년 2월 16일부터
2011년 3월 22일까지 판매·유통되던 제품은 ‘상당한 동등보고서 (Substantial
Equivalent Report: SE)’ 혹은 ‘약식 동등보고서(Abbreviated SE Report)’를 제출하
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2011년 3월 22일 이후 시판된 제품은 새로운 제품으로 규정
하여 ‘제품판매 사전신청(Pre-Market Tobacco Application: PM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 미국 FDA의 제품 규제 경로

자료: Knowledge Action Change (2019) Figure 6.5 근거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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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A의 시한은 당초 2018년 8월로 되어 있었는데, FDA 고트립(Gottlieb)청장
이 신청시한을 비가연제품은 2022년 8월 8일, 가연제품은 2021년 8월 8일까지 연
장시켰다. 그러나 미국소아과학회와 FDA 간의 소송 판결로 PMTA 승인 시한이
2020년 5월 11일로 앞당겨졌다.20)
2020년 5월 11일 이후에는 시판되고 있거나 시판을 하려는 전자담배는 FDA에
PMTA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신청한 제품은 1년을 기한으로 하는 FDA 검토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다.
기존의 담배에 대해 위험이 덜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제품은 ‘위험감소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Application: MRTPA)’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두
유형의 MRTPA가 있다. ‘위험감소기준(Risk-Modification standard)’ 유형은 제품
사용자에 대한 담배관련 질병의 위해와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인구 전체의 건강
에 도움을 주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노출감소확인(Exposure-Modification
Order)’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substance)대한 노출 감소가 현저하고 위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사용되었을 때 소비자가 물질에 노출되는 수준을 특정하여야 한다.
FDA의 2016년 ‘지침(deeming ruels)’에 의하여 2016년 8월 8일 이후에 새로이
시판되는 전자담배는 FDA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심사를 받지 않은 독립
사업자가 제작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21) FDA는 경고장을 보
내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다. FDA는 검토를 받아야 하는 신제품
(new product)의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없다. 거래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on-line)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FDA가 당초 2018년 8월로 되어 있던 PMTA 시한을 연장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
20) 2019년 8월 전자담배 제조업체, 판매자 및 소비자를 대변하는 전자담배기술협회(Vaper Technology
Association: VTA)는 FDA가 PMTA의 적용 시한을 자주 변경한 것, 최종적인 적용시한이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현재 승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FDA를 켄터키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심의가 진행 중이다.
21)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55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소규모 독립사업자의 시
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Levy, 2019).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전자담배숍은 미국 전역
에 1만 여개 이상이며, 매출액은 23억 달러, 5만6천4백 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13억
달러이다(Abbou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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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FDA가 수 천개 전자담배에 대한 PMTA 검토를 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도 의문
시되는데,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시행할 경우 중소사업자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FDA의 2016년 지침으로 결과적으로 전자담배가 과도하게 규제되어 많은 자
원을 가진 대규모 담배회사만이 시장에게 살아남고 소규모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
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Fortune, 2016; National Reviews,
2017).22) King(2019)은 PMTA 규제가 2020년 5월 시행되면 전자담배 시장에서 대
기업의 영향력이 강력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19년 10월 말 현재 FDA의 시판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전자담배 사업자는 대규
모 사업자라는 사실이 이와 같은 비판과 전망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23)
FDA는 2017년 7월 가연성담배의 중독성을 줄이면서(reducing the addictiveness
of combustible cigarettes), 위해저감 가능성 담배제품의 공중보건 증진에서의 역할
을 명확히 하는(clarifying th role that potentially less harmful tobacco products
could play in improving public health) ‘담배관련 질병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한 종합
계획(Comprehensive Plan on Tobacco and Nicotine)’을 발표하였다(Gottlieb and
Zeller, 2017).
가연성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니코틴 양을 중독성을 최소화 하는 니코틴
담배(Very Low Nicotine Cigarette: VLNC) 수준으로 줄이고, 금연 보조제로서 혁신
적(innovative) 니코틴 대체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전자담배의 위해
감축 효과를 인정하고 국민건강보건 증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담배제품의 니코틴 양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궐련담배 등을 피울 밖에 없는 흡연자
22) 전자담배에 우호적인 아이오아 검찰청은 FDA에 PMTA 등 새로운 담배제품 규제 방식이 미국인
의 건강 증진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재고를 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23) FDA의 PMTA 승인을 받는 제품은 스웨디쉬매취(Swedish Match)의 8개의 스누스(SNUS) 제품과
PMI의 3개의 아이코스 제품이다(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 레이놀즈담배회사
(R.J. Reynolds Tobacco Company)가 7개의 ‘연기없는 담배제품(Smokeless tobacco products)’
에 대해 PMTA를 제출하여 FDA가 검토를 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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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담배 등 위해가 적은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쥴 판매의 급속한 신장, 2019년 하반기 EVALI 발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자담배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자
담배라는 혁신적 제품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건을 증진하겠다는 FDA의 정책은 갈
길을 잃고 있다.
정치권이 주도하여 담배제품 구매 최저연령을 상향하고 쥴이 선제적으로 제품에
첨가되는 향의 수를 제한하는 등 FDA는 전자담배 규제정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
고 있다.
EVALI 발생 초기 대처에 있어서 CD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CDC가 –사
후적으로 정정은 하였지만- 모든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초기에 강력히 권
고하여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데 일조
를 하였다.

2. 주정부의 규제24)
주에서 별도로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않으면 연방법에 의
거하여 규제되는데, 전자담배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에서 전자담
배의 정의를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판매제한 연령 등 관련규제를 연방법보다 강화한 주가 다수 있
다. 미시간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법에 전자담배를 정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15
개 주에서는 법에 의해 전자담배가 담배제품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
서 전자담배에 특별세를 부과한다. 아칸소 등 25개 주에서 포장관련 규제(packaging
requirements)가 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는 법이 있으며 최저 판매연령을 보면 앨라배마 등 2개 주는 19세, 캘
24) 미시간해밀란법과대학원(Michigan Hamiline School of Law)의 공공보건법센터(Public Health
Law Center)의 홈페이지 (2019), 2019년 3월 15일 기준.

Vol.13, No.4 (Feb 2020) 103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4호

리포니아 등 8개 주는 21세, 나머지 주는 18세이다.25) 아카소 등 14개 주에서 소매
판매 시 허가증 필요하다. 델라웨어에서는 전자담배 액체 판매에 대한 허가가 필요
하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매상이나 제조업자에서 전자담
배를 공급받는 경우 면허가 필요 없으나 다른 주로부터 구매하면 면허가 필요하다.

3. 국제비교 관점에서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
존스홉킨스대학의 글로벌담배규제연구소(2019)에 의하면, 미국은 전자담배관련
법이나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구매 및 판매의 최저연령을 규제하는 국가, 판매는
허용하나 규제를 하는 국가, 마케팅을 규제하는 국가, 청소년 및 아동 안전 관련 포
장규제를 하는 국가, 전자담배 포장에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한 국가, 마케팅관련 사
전보고 및 연차 보고를 의무화한 국가에 포함된다. 니코틴의 함유량 및 농도 등 제조
관련 규제를 하는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Knowledge Action Change(2019)에 의하면, 미국은 판매는 허용하나 담배제품으
로 규제하는 국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하는 국가, 구입에 최저연령을 두고 있
는 국가에 포함된다.
미국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를 비준하지 않은 9개 UN 회원국 중의 하나이다.

4. 쥴의 판매 신장 및 EVALI 발병 이후의 전자담배에 대한 미국의 규제강화
조치
2017년 시판된 쥴로 인하여 전자담배의 판매가 빠르게 신장되면서26) FDA를 비롯
하여 규제당국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Zeller, 2018; Kovacevic,
2019). 특히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율
25) 2019년 말 연방정부에 최저연령이 상향되어 법적 효력을 잃었다.
26) 2018년 기준 전체 담배제품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비중은 5%
이다. 쥴이 전체 전자제품 시장 매출액의 70%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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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층 흡
연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7)
2019년 7월 공화당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 (Mitch McConnell)과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Tim Kaine)이 공동으로 연방차원에서 담배제품의 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여 2019년 말에 통과되었다. 2019년 7월과 9월 미국 하원은
쥴에 대한 1차 청문회를 개회하였고 종합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쥴에 대
한 비판을 주도하는 오레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와이덴(Wyden)이 연방차원의 전
자담배 세금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9년 7월 샌프란시스코시가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샌프란시스코시는 2018년에는 향이 있는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펜실바니아주의 슈레싱어법률사무소(Schlesinger Law Offices)는 연방법원이 전
국적으로 쥴의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하반기 사망자가 발생한 EVALI가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퍼지자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향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미시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가 긴급행정명령
을 통해 향이 가미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쥴을 생산, 판매하는 쥴랩(Juul Lab.)은 청소년층에서 쥴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
대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청소년들에게 담배향을 포함한 4개의 향에
국한하여 쥴을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폐질환 발생 후 판제제한 조치를 성인
에게도 확대하였다.
미국의 폐질환이 일반적인 전자담배가 아닌, (특히 불법으로 제조되어 유통된)
THC 제품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에 부정적인 미
국내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27) 2018년 기준으로 청소년층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녀 각각 22.6%, 18.8%로 담배제품 중 사용률
이 제일 높다(Wang, Asman and Gentzke, 2018; K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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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I 발생이 전자담배의 사용을 억제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면 니코틴을 끊을
수 없는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일반 담배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에 위해감축 측면에서
상당한 부정적일 것이다. 28일간 전자담배 판매 제한 조치를 한 매사추세츠 주의 경
우 흡연 감소추세가 미국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Siegel, 2019c).
특히 향이 금연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바꾸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Christophe,
2018; R Street, 2019; 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2019)
향을 규제하는 조치가 강화된다면 전자담배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5. 우리나라와 비교한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 비교
국제적 담배규제 연구기관인 존스홉킨스대학의 글로벌담배규제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는 담배규제의 정책영역(Policy domains)을 제품규제
(Product regulation), 자료제출 의무(Reporting/ notification), 판매규제(Sale), 포
장규제(Packaging), 마케팅규제(Marketing), 공공장소에서의 사용(Clean air), 세금
및 부담금(Tax)로 구분하고 있다.28)
<표 2>는 존스홉킨스대학의 글로벌담배규제연구소의 정책영역 분류 기준에 따
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규제 권한이
FDA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지
사로 분산되어 있다.
제조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조소 실사시 미국은 제조과정, 품질관리, 라벨링
(labelling), 기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인허가 및 과세가 실사의 주
안점이다. 제품 및 성분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국은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 미국은
사후관리로서 변경관리, 광고 심의, 시중 유통품 수거검사, 품질 및 부작용 정보 수
집 등을 하나 우리나라는 무허가, 부정표시 등 불법제품 단속만 한다.
미국은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 및 배출물 목록 및 함량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
28) 존스홉킨스대학의 글로벌담배규제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의 홈페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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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는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 제출만이 의무화되어 있다. 품목외 자료도 미
국은 독성, 건강 영향, 시장 조사 자료, 판매량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우
리나라는 과세목적의 판매량 자료의 제출만이 의무화된다.
미국은 제품 시판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는 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은 시
판 전 라벨링 광고 심의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담배 값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성분을 표기하여야 하고
광고를 제한하고 판매촉진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저연령은 우리나라는 19세, 미국은 21세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이 궐련담배와 비교하여 궐련형과 액
상형이 각각 89.04%, 61.73%이나 미국은 궐련담배는 세금을 부과하나 전자담배는
연방정부 세금은 없고 주정부는 소비세로 부과하는 주가 있다.
요약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전자담배 규제 권한이 일원화되어 있고 과세보
다는 건강보건 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꽉 짜인 규제를 하고 있다.

<표 2> 한국과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 비교
구분

제
조
제
품
규
제

미국

제조업 인허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청(FDA)

제조소 실사

기획재정부
(주안점: 업허가 및 과세)

식품의약청(FDA)
(주안점: 제조, 품질, 라벨링
(labelling), 기록관리)

X

식품의약청(FDA)

변경관리

X

식품의약청(FDA)

시중 유통품 수거검사

X

식품의약청(FDA)

회수·폐기/몰수·추징 등
불법 불량 제품 행정처분

기획재정부 (무허가, 부정
표시 등 불법제품)

식품의약국(FDA)
(불법 및 불량제품)

품질, 부작용 정보수집

X

식품의약국(FDA), HHS(미
국보건부)

제품 또는 성분에 대한 기준규격

사
후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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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의무

판매
규제

품목별 성분 함유량

기획재정부
(니코틴, 타르)

식품의약청(FDA)
(전 성분 및 배출물 목록 및
함량)

품목별 성분외 자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과세를 위한 판매량 자료)

식품의약청(FDA)
(독성, 건강 영향, 시장조사자
료, 판매량 자료 등)

품목별 시판
승인

X

식품의약청(FDA)

시판 전
라벨링·광고
심의

X

식품의약청(FDA)

판매 허가

도매업: 등록
소매인: 지정

일부 주 판매 허가 필요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성
분을 표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FDA)

성분 등 정보 공개 규제
기관

기획재정부(제조업자)
시도지사(수입판매업자)
시장군수구청장(도소매
인)

식품의약청(FDA)

O

식품의약청(FDA)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청(FDA)

19세

21세

일반궐련(20개비당):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당):
2595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 1ml당):
1799.3원

일반궐련
- 연방정부: 제품별로 수량
또는 무게에 따른 종량세
주정부: 주별로 다르며. 일반
적으로 종량세로 과
세 액상형 전자담배
-연방정부: 없음
주정부: 주별로 다르며 소비
세로 과세

시판전
관리

포장

마케팅 규제: 광고 제한, 판매촉진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금지
최저연령

세금 및 부담금

자료: Kim and Kwon(2015) <표 2>를 바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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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V 장까지의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위해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최
종적인 결론을 위해서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덜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
된 폐질환은 마리화나의 사용이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규제의 사각
지대에 방치한 미국의 예외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같은 틀 안에서 구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건보다는 과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과세 측면에서 궐련담
배는 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 전자담배는 상당히 높다.
소규모 사업자에 의해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
대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담배의 위해감축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가 아이코스의 위해저감 효과에 대해 자체실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인한 유일한 국
가이다. 미국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으로 사망자를 포함한 환자가 발생하자 미
국에서 보다 강력한 사용 중단 권고를 하였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자담배를 담배제품 규제의 틀 안에서 규제하는데, 전
자담배 규제 부서가 FDA로 일원화되어 있고 과세보다는 건강보건 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꽉 짜인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전자담배 시판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는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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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성분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국은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
미국은 변경관리, 시판 전 라벨링, 광고 심의, 시중 유통품 수거검사, 품질 및 부작
용 정보 수집 등을 하나 우리나라는 하지 않는다.
미국은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 및 배출물 목록 및 함량 그리고 독성, 건강 영향,
시장 조사 자료, 판매량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과 타
르 함유량 및 과세목적의 판매량 자료의 제출만이 의무화된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담배 값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성분을 표기하여야 하고
광고를 제한하고 판매촉진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저연령은 우리나라는 19세, 미국은 21세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이 궐련담배와 비교하여 궐련형과 액
상형이 각각 89.04%, 61.73%이나 미국은 연방정부 세금은 없고 주정부는 소비세로
부과하는 주가 있다.
미국은 2017년 시판된 쥴로 인하여 전자담배의 판매가 빠르게 신장되면서 FDA를
비롯하여 규제당국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
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층
흡연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하반기 사망자가 발생한 EVALI가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퍼지자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미국의 폐질환이 일반적인 전자담배가 아닌, (특히 불법으로 제조되어 유통된)
THC 제품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에 부정적인 미
국내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6년 8월 8일 이후에 새로이 시판되는 전자담배는 FDA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심사를 받지 않은 독립사업자가 제작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
고 있다. FDA는 검토를 받아야 하는 신제품(new product)의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조차 없다. 거래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on-line)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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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2016년 지침으로 결과적으로 소규모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이 시장
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FDA는 2017년 7월 전자담배를 포함한 혁신적 니코틴 대체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쥴 판매의 급속한 신장, 2019년
하반기 EVALI 발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자담배 규제 환경이 급격
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자담배라는 혁신적 제품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건을 증진하
겠다는 FDA의 정책은 갈 길을 잃고 있다.

2. 시사점.
전자담배의 위해저감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 및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의 고
찰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세수확보 위주의 담배규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건강 증진측면에서 접근
하여야 한다. 1960년대 흡연과 암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1980년대 간접흡연의 위해
가 밝혀지면서 니코틴제품을 국민건강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
산업국가의 추세이다.
미국 FDA는 1995년 부터 담배규제 정책의 총괄부서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2009년 관련법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반에
서 미국은 WHO의 FCTC를 비준하지 않았으나 국민건강보건 증진 측면에서 우리나
라 보다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를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일관되고 효율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규제권한을 보건복지부 혹은 식품의약안전처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궐련담배의 사용 억제만을 통한, 담배위해 근절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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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단기를 기준으로 궐련담배 관련 질병 및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
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기존 담배제품과 같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니코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해가 덜한 제품의 효용
성을 인정한 미국 FDA의 정책기조 변화를 우리나라 보건정책이 벤치마킹하여야 한
다. 미국 FDA가 2017년 ‘담배 및 니코틴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가연
성담배의 경우 중독성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위해저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제품의 국
민보건 증진 측면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이원적 접근방식을 택한 것은 (적어도
단기 기준으로) 위해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신제품의 효용성을 수용한 것
이다.
기존 금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충적으로 금연을 포기하거나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여 건강 위해성이 적은 전자담배의 개발과 사
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현, 기존의 담배제품 판매의 위축, 대규
모 담배제조 회사와 소규모 전자담배 제조업계의 갈등 등 다양한 여러 요인을 고려
할 때 일관되고 치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관련법의 제정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FDA는 규제당국으
로 그 권한을 국민건강 증진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2018년 이후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쥴 사용이 급증하였는데, 규제의 틀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EVALI 발생시 주도권을 CDC에 뺏겨 위해저감 효과가 있는 전
자담배를 활용하겠다는 FDA의 기존 방침이 길을 잃었다.
끝으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는 건강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
으나 현재의 규제의 수단은 구입 최저연령, 판매 및 마케팅 규제, 포장 규제, 건강경
고문 표기, 니코틴 양 및 농도 규제, 성분 및 향 규제, 보고 및 통보 의무 부과, 공공
장소에의 사용 금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최종적인 제품의 수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화된 제품
(personalized product)이 만들어져서 소비되는 전자담배 시장의 특성이 고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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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일변도의 정책,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고
려하지 않은 정책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전자담배 판매 및 유통의 절반정도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규제당국의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폐질환 발생도 불법으로 유통된 THC가 크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CSV제품을 제외하면 판
매액이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전자담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효과적인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운영하
려는 정책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글로벌 경제연구원 (2019).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im, Daejin and Kyenghee Kwon (2015). 미국 담배세 규제 현황 및 고찰. 한국위기관리
논집, 11(3), 131-149.
박영범·최재욱 (2019). 위해감축 중독관리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16(4). 89-97.
백유진·김희진·조홍준 (2020). 과연 미국 FDA는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위해성
이 저감된 제품으로 승인하였나? 오해와 진실. 의료정책포럼, 17(3). 102-112.
신재우 (2017). 담배값 인상 저소득층, 청소년엔 효과...흡연율 하락. 2017. 11. 17. 연합
뉴스.
서울신문 (2020). 세율 낮은 전자담배 인기에 지자체 울상. 2020.1.15.
서흥관 (2014). 암 등 사망원인 1-3위 흡연 탓, 가격인상은 일석이조 금연정책. 2014.
9.17. 서울신문.
이철민·조희경 (2007). 담배 해로움 줄이기(Tobacco Harm Reduction)의 역사와 근거.

Vol.13, No.4 (Feb 2020) 113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4호

가정의학회지, 28. 575-588.
정유석·문옥륜·김공현 (2019). 전자담배 위기인가 기회인가. NOSVOS.
최재욱·김경회 (2019). 미국 FDA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공중보건 차원에서 승인한 과학
적 근거는 무엇일까?. 의료정책포럼, 17(2). 91-98.
한국위해감축연구회 (2019). 흡연위해감축 관련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 및 우리나라
제도개선방안.
2. 외국문헌
Arizona Daily Independent News Service (2019). Maricopa County Sheriff’s Office Busts
Illegal THC Vape Cartridges Operation. September 18, 2019.
Abboud, T. (2019). A new paradigm for flavored vapor. the E-Cigarette Summit, held
in Washington D. C. in the US on April 29, 2019.
American Cancer Institute (2018). Position statement on e-cigarettes.
Arnott, D. (2019). Why tobacco product regulation is no magic bullet. Tobacco Control,
28(3), 245-248.
Bates, C. (2019). Good intentions, harmful consequences: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E-Cigarette Summit.
Bayer, R. and J. Colgrove (2004). Children and bystanders first the ethics and the politics
of tobacco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in Feldman, E. and Bayer, R. Eds, Unfiltered:

Conflicts over Tobacco Policy and Public Heal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ell, K. and H. Keane (2014). All gates lead to smoking: the 'gateway theory', e-cigarettes
and the remaking of nicotine. Social Science & Medicine, 119, 45-52.
Benowitz, Neal L (2019). E-cigarettes and dual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for smoking
cessation. The Lancet. [Available on line]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
ticle/abs/pii/S221326001930308X?via%3Dihub(2019.11.1.).
British Medical Association (2017). E-cigarettes: balancing risks and opportunities.
Britton, J. and I. Bogdanovica (2014). Electronic Cigarettes: A Report Commissioned by

Public Health England. Public Health England.

114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Cahn, Z. and M. Siegel (2011). Electronic cigarettes as a harm reduction strategy for tobacco
control: a step forward or a repeat of past mistak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32 (1), pp. 16~31.
Chaloupka, F. J., and K. E. Warner (1999). The Economics of smoking. NBER Working
Paper, 7047.
Christopher, R. et al. (2018). Changing patterns of first e-cigarette flavor used and current
flavors used by 20,836 adult frequent e-cigarette users in the USA. Harm Reduction

Journal, 15-33.
Cornuz, J. and A. Berthet (2017). Heat-not-burn tobacco cigarettes. JAMA Internal Medicine,
177(7), 1050-1052.
Dautzenberg, B. and M.-D. Dautzenberg (2019). Systematic analysi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on heated tobacco. Revue des Maladies Respiratoires, 36(1), 82-103.
Donny, E. (2018). Nicotine reduction: harm reduction not prohibition, E-Cigarette Summit.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2018). Addictive nicotine
and harmful substances also present in heated tobacco.
Easton B. (1997). The social costs of tobacco use and alcohol misuse, Public Health Monograph,
2.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2018). ERS position paper on heated tobacco products: A
statement prepared by the ERS Tobacco Control 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ERS Advocacy Council, Science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2019). ERS position paper on tobacco harm reduction.
Fairchild, A., R. Bayer and J. Colgrovem (2014). The renormalization of smoking? E-cigarettes
and the tobacco endgam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0(4), pp. 293~295.
Farsalinos, K. (2018). Toxicant exposure Heated tobacco products vs. e-cigarettes. Global
Forum on Nicotine.
Farsalinos, K. (2019). Changes from 2017 to 2018 in e-cigarette use and ever marijuana
use in e-cigarette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and frequency of use among US
adolescents: analysis of the 2017 and 2018 NYTS. Global Forum on Nicotine.
Farsalinos, K. and R. Niaura (2019) E-cigarettes and smoking cessation in the United

Vol.13, No.4 (Feb 2020) 115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4호

States according to frequency of e-cigarette use and quitting duration: analysis
of the 2016 and 2017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s.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available on line]https://academic.oup.com/ntr/advance-article-abstra
ct/doi/10.1093/ntr/ntz025/5320447?redirectedFrom=fulltext(2019.11.1.).
Foulds, J. (2019). The role of electronic cigarettes within U.S. regulatory Strategy, E-Cigarette
Summit.
Fagerström, K. and K. Bridgman (2014). Tobacco harm reduction: The need for new products
that can compete with cigarettes. Addictive Behaviors. 39 (3): 507–511.
Gale, N. et. al. (2019). Changes in biomarkers of exposure on switching from a conventional
cigarette to tobacco heating products: A randomised, controlled study in healthy
Japanese subjects. Nicotine & Tobacco Research, 21(9), 1220-1227.
Gideon, H. et. al. (2018). IQOS: Examination of Philip Morris International's claim of reduced
exposure. Tobacco Control, 27(1), 30-36.
Glantz, S. (2018). Heated tobacco products: the example of IQOS. Tobacco Control.
Gottlieb, S. and M. Zeller (2017). A nicotine-focused framework for public health. New

England Journal Medicine, 377, pp. 1111~1114.
Hartmann-Boyce, J. et. al. (2016). Electronic cigarettes for smoking cessation.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Hajek, P. (2019). Do e-cigarettes help smokers quit?. E-Cigarette Summit.
Jaccard, G. (2017). Comparative assessment of HPHC yields in the Tobacco Heating System
THS2.2 and commercial cigarettes.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90(1),
1-8.
IQOSMAG (2019). Where you can buy HEETS on holidays, flavors, prices and countries
where is IQOS currently available.
Kanae, B. et. al. (2017). Comparison of chemicals in mainstream Smoke in heat-not-burn
tobacco and combustion cigarettes. Journal of UOEH (Universi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39(3), 201-207.
King, B. (2019). Trends in emerging tobacco product use in the United States. E-Cigarette
Summit.

116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Knowledge Action Change (2018). No Fire, No Smoke – the Global State of Tobacco Harm

Reduction.
Kovacevic, P. (2019) U. S. Regulation of ENDs: 2019 update. Global Forum on Nicotine.
Kvasha, O. et al. (2017). Evaluation of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 effects
on cardiovascular disease risk, based on endothelium function as factor of its
determination. Ukrainian Health.
Levy, D. et al. (2018). 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vaping to smoking initiation among
US youth and young adults: a reality check. Tobacco Control.
Levy, D. (2019). Market competition in the nicotine vaping market and the Altria-Juul
deal. E-Cigarette Summit, held in Washington D. C. in the US on April 29, 2019.
Li, X. (2018). Chemical analysis and simulated pyrolysis of tobacco heating system 2.2
compared to conventional cigarettes.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21(1),
111-118.
Li, G. (2018). Heat or burn? Impacts of intrauterine tobacco smoke and e-cigarette vapor
exposure on the offspring's health outcome. Toxics, 6(3), pp. 43.
Mallock, N. et al. (2018). Levels of selected analytes in the emissions of heat not burn
tobacco products that are relevant to assess human health risks. Archives of

Toxicology, 92(6), 2145-2149.
Mayers, M. (2019), What happens in the absence of regulation: the experience of the US.
E-Cigarette Summit.
McNeill, A. (2018). Public Health England’s independent expert e-Cigarettes evidence
review: misinformation, misreporting and public understanding. E-Cigarette Summit.
Mermelstein, R. (2019). Who are dual users who switch to using e-cigarettes only? lessons
learned for the future. E-Cigarette Summit.
Murphy, J. (2018). Assessment of tobacco heating product THP1.0. Part 9: The placement
of a range of next-generation products on an emissions continuum relative to
cigarettes via pre-clinical assessment studies.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SEM), Public Health

Vol.13, No.4 (Feb 2020) 117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4호

Consequences of E-Cigarette.
Netherlands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2018). Novel Tobacco

Products that are Heated.
Nitzkin, J, (2014). The Case in Favor of E-Cigarettes for Tobacco Harm Re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6), 6459-6471
Pang, T. (2018). Evidence-informed Public Health Polices for Harm Reduction. 2nd Asian
Harm Reduction Forum.
Peter et. al. (2019). A randomized trial of e-cigarettes versus nicotine-replacement therap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vailable on line https://www.nejm.org/doi/pdf/10.1
056/NEJMoa1808779(2019.11.1.).
Pesko, F., C. Courtemanche, and J. Maclean (2019). The Effects of Traditional Cigarette

and E-cigarette Taxes on Adult Tobacco Product Us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June.
Phillips, C. (2009). Debunking the claim that abstinence is usually healthier for smokers
than switching to a low-risk alternative, and other observations about antitobacco-harm-reduction arguments. Harm Reduction Journal, 6, 29.
Prodanchuk, M. et. al. (2017). Pot risk assessment of the electrically heated tobacco
system (EHTS) use. Modern Problems of Toxicology Food and Chemical Safety.
Protano, C. et. al (2016). Second-hand smoke exposure generated by new electronic devices
and traditional cigarettes: submicron particle behaviour in human respiratory system.

Ann Ig, 28, 109-112.
Public Health in England (2018). Evidence Review of E-cigarette and Heated Tobacco

Products 2018: A Report Commissioned by Public Health of England.
Public Health in England (2019a). Vaping in England: Evidence Update Summary February

2019.
Rigotti, N. (2018).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report:
summary & relevance to clinicians. E-Cigarette Summit.
Rigotti, N. (2019). The doctor’s dilemma: providing guidance on e-cigarettes to adult
smokers amid controversy. E-Cigarette Summit.Rodu, B. and W. Godshall (2016).

118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Tobacco harm reduction: An alternative cessation strategy for inveterate smokers.

Harm Reduction Journal, 3, pp. 37.
Rodu, B. and C. Phillips (2008). Switching to smokeless tobacco as a smoking cessation
method: evidence from the 2000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Harm Reduction

Journal, 5, 18.
Russell, M. (1976). Low-tar medium-nicotine cigarettes: a new approach to safer smoking.

British Medical Journal. 1, 1430–3.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16) Nicotine without Smoke: Tobacco Harm Reductio. RCP
Policy: Public Health.
Ruprecht, A. et. al. (2017).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mission factors of electronic
cigarettes,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and conventional cigarettes. Aerosol

Science and Technology, 51(6), 674-684.
Schaller, J. (2016). Evaluation of the Tobacco Heating System 2.2. Part 2: Chemical
composition, genotoxicity, cytotoxicity,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aerosol.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81(S2), S27-S47.
Schroeder, S. (2019). Why is tobacco barm reduction so divisive?. E-Cigarette Summit.
Shahab, L. (2019). E-cigarette use and smoking among adolescents: are gateway concerns
supported by the data. E-Cigarette Summit.
Shapiro, R. and S. Aneja (2019). The Impact of Electric Cigarettes on Cigarette Smoking

by Americans and Its Health and Economic Implications. ppi radially pragmatic, 2019.
Simonavicius, E. et. al, (2019).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obacco Control, 29, 582-594.
Stephen, E. (2017). Comparing the cancer potencies of emissions from vapourised nicotine
products including e-cigarettes with those of tobacco smoke. Tobacco Control,
27, 10-17.
Sumner, W. (2005). Permissive nicotine regulation as a complement to traditional tobacco
control. BMC Public Health, 5, 18.
Tobacco Advisory Group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17). Harm reduction in
nicotine addiction: Helping people who can't quit.

Vol.13, No.4 (Feb 2020) 119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4호

Tomar, S., B. Fox and H. Severson (2009). Is smokeless tobacco use an appropriate public
health strategy for reducing societal harm from cigarette smo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Research and Public Health, 6, 10~24.
UK Committee on Toxicity, Carcinogenicity and Mutagenicity of Chemicals in Food, Consumer
Products and the Environment (2017). Toxicological Evaluation of Heat-not-Burn

Products.
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18).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s Seventh Report of the Session 2017-19 on
E-cigarettes, December.
UK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18). E-cigarettes: Seventh

Report of Session 2017–19.
UK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MHRA) (2010). The use of
nicotine replacement theory to reduce harm in smokers. MHRA Public Assessment
Report.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19a). Characteristics of a multistate
outbreak of lung injury associated with e-cigarette use, or vaping — United States,
2019,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Early Release / Vol. 68 September 27,
2019.
US Federal Register (2016). Deeming tobacco products to be subjected to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by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Restrictions on the Sales and Distribution of Tobacco
Products and Required Warning Statements for Tobacco Product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 FDA permits sale of IQOS tobacco heating system
through 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 pathway.
Voigt, K. (2015), Smoking norms and the regulation of e-cigaret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 (10), 1967~1972.
Wang, TW, K Asman and As Gentzke et. al. (2018). Tobacco product use among adults-United
States. MMWR Morb WKly Rep, 67, 1225-1232.
West, R. and J. Brown. (2014). Electronic cigarettes: fact and faction”, British Journal

120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of General Practice, 64 (626), 442~44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Report on the Scientific Basis of Fifth Report of a WHO

Study Group Tobacco Product Regulation.
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TobReg) (2019). Report on the scientific
basis of tobacco product regulation: seventh report of the WHO Study Group WHO
Technical Report Series 1015 | Release date: 24 October 2019.
Zeller, M. (2018). An update on FDA’s comprehensive plan on tobacco and nicotine. E-Cigarette
Summit.

3. 웹사이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a). 2018년도 담배시장 동향. http://www.moef.go.kr/nw/nes
/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
26614&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2019.1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b). 2019년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www.moef.go.kr/nw/ne
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
=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9264(2019.11.1.).
미시간해밀란법과대학원(Michigan Hamiline School of Law)의 공공보건법센터(Public
Health Law Center)의 홈페이지 (2019). https://publichealthlawcenter.org/res
ources/us-e-cigarette-regulations-50-state-review(2019.1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a).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한다’. http://w
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
03&page=1&CONT_SEQ=349528&SEARCHKEY=TITLE&SEARCHVALU
E=%EC%A0%84%EC%9E%90%EB%8B%B4%EB%B0%B0(2019.1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b).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와 함
께 사용.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3&page=1&CONT_SEQ=350565&SEARCHKEY=TITLE&SEARCHVALUE
=%EC%A0%84%EC%9E%90%EB%8B%B4%EB%B0%B0(2019.11.1.).

Vol.13, No.4 (Feb 2020) 121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4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c).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http://ww
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3&page=1&CONT_SEQ=350945&SEARCHKEY=TITLE&SEARCHVALUE
=%EC%A0%84%EC%9E%90%EB%8B%B4%EB%B0%B0(2019.1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d).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http://www.mohw.
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
1&CONT_SEQ=351280&SEARCHKEY=TITLE&SEARCHVALUE=%EC%
A0%84%EC%9E%90%EB%8B%B4%EB%B0%B0(2019.11.1.).
존스홉킨스대학의 글로벌담배규제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의 홈페
이지. (2019).https://www.globaltobaccocontrol.org/e-cigarette/united-state
s(2019.11.1.).
위키백과 (2019). 타르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B%A5%B4_(%
EB%8B%B4%EB%B0%B0)(2019.11.1.).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2019).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
q=42316(2019.11.1.).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더
많아.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2316(2019.11.1.).
Fortune (2016). Feds cracked down on e-cigarettes, vaping industry. May 5, 2016.
http://fortune.com/2016/05/05/fda-e-cigarettes-cigar-tobacco(2019.11.
1.).
National Reviews (2017). Promote health by not defending the e-cigarette ban. May
16, 2017.http://www.nationalreview.com/2017/05/cigarette-smoking-vapin
g-ban-bad/(2019.11.1.).
Philip Morris International (2018).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에 대한 PMI의 평가.https://www.pmiscience.com/ko/discover/n
ews/pmi-assessment-of-the-kfda-statement(2019.11.1.).
Public Health in England (2019b). Vaping and lung disease in the US: PHE’s advice.
Posted by: John Newton, Posted on: 29 October 2019- Categories: Health

122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Improvement. https://publichealthmatters.blog.gov.uk/2019/10/29/vaping-an
d-lung-disease-in-the-us-phes-advice/(2019.11.1.).
R Street (2019). R Street Letter to the House Oversight and Investigations Subcommi
ttee on the Public Health Consequences of the Vaping Ban. September 24,
2019. https://www.rstreet.org/2019/09/23/r-street-letter-to-the-house
-oversight-and-investigations-subcommittee-on-the-public-health-co
nsequences-of-the-vaping-ban/(2019.11.1.).
Siegel, M. (2019a). CDC's Communications are Likely Making this Outbreak Much
Worse. The Rest of the Story: Tobacco and Alcohol News Analysis and Com
mentary. October 04, 2019
https://tobaccoanalysis.blogspot.com/2019/10/cdcs-communications-are-likely-ma
king.html(2019.11.1.).
Siegel, Michael (2019b).

The CDC is Still Misleading the Public about the Cause

of the Respiratory Disease Outbreak: Why? The Rest of the Story: Tobacco
and Alcohol News Analysis and Commentary. October 14, 2019. https://tobac
coanalysis.blogspot.com/2019/10/the-cdc-is-still-misleading-public.html
(2019.11.1.).
Siegel Michael (2019c).Sales Data Show that Massachusetts Vaping Product Ban Has
Already Caused Severe Harm as Vapers Migrate to Smoking in Large Number
s. The Rest of the Story: Tobacco and Alcohol News Analysis and Commenta
ry. October 30, 2019. https://tobaccoanalysis.blogspot.com/2019/10/sales-d
ata-show-that-massachuetts.html(2019.11.1.).
US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19b). Outbreak of lung injury
associated with the use of e-cigarette, or vaping, products. Updated October
31, 2019 at 1:00 PM EDT. https://www.cdc.gov/tobacco/basic_information/e
-cigarettes/severe-lung-disease.html#what-we-know(2019.11.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6). Pipe, cigar, and vape shops that are regulat
ed as both retailers and manufacturers. http://www.fda.gov/TobaccoProducts

Vol.13, No.4 (Feb 2020) 123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4호

/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ucm51406.htm(2019.11.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a). FDA Statement on consumer warning to
stop using THC vaping products amid ongoing investigation into lung illnesse
s, For Immediate Release: October 04, 2019. https://www.fda.gov/news-eve
nts/press-announcements/statement-consumer-warning-stop-using-thc
-vaping-products-amid-ongoing-investigation-lung-illnesses?utm_sourc
e=Eloqua&utm_medium=email&utm_term=stratcomms&utm_content=pres
srelease&utm_campaign=CTP%20News%3A%20Vaping%20Update%20-%
2010419(2019.11.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b). Premarket Tobacco Product Marketing
Orders.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premarket-tobacco-product
-applications/premarket-tobacco-product-marketing-orders(2019.11.1.).
U.S.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hearing on JUUL (2019) https://over
sight.house.gov/legislation/hearings/examining-juul-s-role-in-the-youth
-nicotine-epidemic-part-i, https://www.kdrv.com/content/news/51313188
2.html(2019.11.1.).29)

박영범: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
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노동개혁과 노동존중(2020), EL DESARROLLO ECONOMICO, LA
EDUCACION Y LA FORMACION PROFESIONAL ED C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2016 in Spanish), 논문으로는 Low-Skilled Temporary Migrant
Worker Program in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2016) 등이 있다.
(e-mail: ybpark@hansung.ac.kr)
< 논문접수일 2019. 12. 20 / 논문수정일 2020. 2. 11 / 게재확정일 2020. 2. 22 >

124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E-cigarette Regulations and Tobacco Harm Reduction:
US Policies and its Implications.
Park, Young-bum*

<Abstract>
In Korea the sales volumes of e-cigarettes has been increasing very rapidly since 2017.
However, the related system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properly. The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has not prepared to accept the usability of the e-cigarettes, an
innovated product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public’s health.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US system and policy on e-cigarette regulations and learn
the implications of US policies for Korea. US has adopted the tobacco harm reduction principle
in formulating tobacco control policy. It also has a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system
which is worth studying it. However, US regulation authorities’s responses to tackle with
Jull and EVALI were insuffici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tobacco harm reduction principle in its tobacco
control policy and consider public health more than tax collection.
Keywords: E-cigarette, tobacco harm reduction, public health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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