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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과 연령 검증 및 마케팅 내용 분석

배경 및 목적 담배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분위기 년 담뱃값 인상과: , 2015

함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법적.

규제와 조세 형평성 등의 법률적 문제가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

우편 판매와 전자거래가 금지되었으나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자담배 인터넷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 연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년 월 정부의 담배규제종합대책에서 온라인. 2019 5

판매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실시 이전 시점에 한국에서 구매 또는 내용 확인이

가능한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홈페이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 2019 5 25 6 30

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과 유튜브에서 한글로 전자담배 판매 또는 구매를 검, ,

색하여 검색된 전자담배 판매점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총 개. 22

의 인터넷 판매처를 찾았고 개인구매가 불가능한 곳과 의류 쇼핑몰로 변경, 4

되어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곳을 제외하고 국내 곳과 국외1 13 5

곳 총 곳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항목과 변수는, 18 .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고 연구 대상 판매 사이트로부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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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 및 보건학 전공자 인이 각각 검토한 후 상호 합의하여 변수를 도출2

하였다. 각 변수는 으로 입력 자료를 구축했다‘yes=1’, ‘no=0’ , . 입력 시 훈

련된 보건학 전공 대학원생 인이 검토하여 취합한 자료를 국내와 국외로 나2

누어 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을SAS 9.4 (Fisher’s exact test)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 중 자체 웹사이트는 곳 이었고: 17 (94.4%) ,

국내 곳 국외 곳 이었다 연령 검증에서 첫 화면에 연령12 (92.3%), 5 (100%) . ,

검증 경고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는 국내 곳 국외 곳 연11 (84.6%), 2 (40.0%),

령 검증 전 내용 노출이 없는 경우는 모두 국내로 곳 이었고 연령6 (46.2%) ,

검증 없이 일부 내용 노출이 국내 곳 국외 곳 전체 내용3 (23.1%), 1 (20.0%),

노출이 국내 곳 국외 곳 이었다 연령 검증 확인 시에만 내4 (30.8%), 4 (80.0%) .

용을 볼 수 있는 곳은 모두 국내 웹사이트로 곳 이었다 연령 검증은6 (33.3%) .

국외 곳 보다 국내 곳 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2 (40.0%) 11 (84.6%)

사되었다 연령 검증 방법 중 회원가입은 국내 곳 국외 곳. 8 (61.5%), 2 (40.0%),

휴대폰 인증은 국내 곳 이었으며 국외 사이트에서는 이용된 경우가10 (76.9%)

없었다 판매 제품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국내 외· 모두 로 나타났100%

고 두 가지 이상의 브랜드 판매하는 곳은 국내 곳 국외 곳, 12 (92.3%), 5

장치 판매는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국내 외(100%), MOD 11 (84.6%), 4 (80.0%) ·

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무화기 판매는 국내 곳. (atomizer) 12 (92.3%),

국외 곳 액세서리 판매는 국내 곳 국외 곳 으로3 (60.0%), 13 (100%), 4 (80.0%)

국내에서 많았다 합성 니코틴 제품 판매는 국내 곳 국외 곳. 4 (30.8%), 3

이고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 판매는 국내 곳 국외 곳(60.0%) , / 4 (30.8%), 1

이었다 니코틴 없는 제품 판매는 국내 곳 국외 곳(20.0%) . 2 (15.4%), 3 (60.0%)

이었고 니코틴 액상 판매는 국내 곳 국외 곳 니코틴 원액, 7 (53.8%), 4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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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국외 곳 이었다 판촉 방법 중 모바일 전략은 국내 곳1 (20.0%) . 6

국외 곳 영상 콘텐츠는 국내 곳 국외 곳(46.2%), 5 (100%), 7 (53.8%), 3

추천 상품 표시는 국내 곳 국외 곳 이었다 베스(60.0%), 11 (84.6%), 4 (80.0%) .

트 상품 표시는 국내 곳 국외 곳 담배 이외의 사진으로10 (76.9%), 3 (60.0%),

표시는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국내가 많았다 특별 프로모7 (53.8%), 2 (40.0%) .

션에서 대규모 할인은 국내 곳 국외 곳 쿠폰 증정은 국내5 (38.5%), 3 (60.0%),

곳 국외 곳 기기할인은 국내 곳 국외 곳5 (38.5%), 4 (80.0%), 5 (38.5%), 3

으로 국외 사이트에서 많았다(60.0%) .

전자담배 액세서리 가격은 최저 원에서 패키지 상품 최고150 USD

까지로 다양했다 지불 방법 중 신용카드는 국내 곳 국외1,022.22 . 11 (84.6%),

곳 이 이용 중이었고 계좌이체는 국내 곳 국외 곳4 (80.0%) , 12 (92.3%), 3

이었다 국내 배송비는 원 이상이었고 국외는 국가별로 상이한(60.0%) . 2,500 ,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방법은 이용이 국내 곳 국외 곳. EMS 1 (7.7%), 3

택배 이용은 국내 곳 국외 곳 이었다 액상형 전(60.0%), 13 (100%), 3 (60.0%) .

자담배에 대한 마케팅 주장이 있는 사이트는 국내 곳 이었다 국내11 (84.6%) .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에 도움을 준다 곳 건, ‘ ’ 3 (23.1%), ‘

강 관련 장점 일반 담배에 비해 깨끗하다 및(Health-Related) ’, ‘ ’ ‘일반 담배

제품이나 니코틴 대체치료 금연보조제 구입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 한NRT( , )

다 가 각각’ 곳 어느 곳에서나 흡연할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이다2 (15.4%), ‘ ’, ‘ ’,

개인적인 자유를 증가 시킨다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흡연방법이다가 각각‘ ’, ‘ ’

곳 이었다1 (7.7%) .

결론 국내 외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을 통한 전자담배의 온라인 구매가: ·

가능하여 초국경적으로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연령 검증 없이 내용.

확인이 가능한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의 단속에도 국내 외 온라인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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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점들은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

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뿐 아니라 블로그 소셜 네,

트워크인 페이스 북 트위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밴드 등과 인터넷 쇼핑, , , ,

이용률이 높은 오픈 마켓인 마켓 번가 옥션 인터파크 및 중고나라 카페G , 11 , ,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니코틴 원액을 국. ,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면 이로 이한 위험이 상존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

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채널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 수

립이 필요하다.

핵심어 :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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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년 세계보건기구 는 전자담배를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니

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 을 흡인할 수 있는 전기 장(Nicotine)

치로 되어 있는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Electronic Nicotine Delivery

이라고 정의하였다Syatem: ENDS) .

전자담배는 년 중국 이 개발한 후 사가 상품화하여2003 Hon Lik RUYAN

년 언론을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 된 뒤 년 판매가 시작되었고 박2007 2008 (

정래 등 담배에 대한 규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년 담뱃값, 2011), , 2015

인상으로 인해 전자담배의 사용이 급증했다 서희열 김민배( , 2018; , 2018).

기획재정부의 년 액상 전자담배 동향에 의하면 일반 담배의 판매량은2018

년도보다 줄었고 년 대비 년 액상 전자담배 수입이 배2017 9% , 2017 2018 5

이상 급증해 전자담배의 트랜드가 궐련형에서 액상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기획(

재정부, 2018).

담배사업법 제 조에 의하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2 ‘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 , ,

제조한 것으로 정의했다’ . 전자담배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액상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수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

일반 궐련담배의 과세 방식에 준해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상대적으

로 부과되는 세금이 낮다 서희열( , 2018).



- 2 -

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은 현재2018 7.9%,

사용률은 로 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고 고학년일수록 여학생보다 남2.7% 2017 ,

학생이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년 왕진우 등의( , 2018). 2014

연구에 의하면 국내 중 고등학생 전자담배 사용자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이중 사용이 일반적이다 흡연 대학생들도 전자담배가 금연요인 즉 금연이. ‘ ’ ,

나 흡연량을 줄이고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좋아 보인다고 인식하고 수용요‘

인 즉 냄새가 없으며 어느 장소에서나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

어 이들의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령 황병덕( , , 20

16).

전자담배의 건강 유해성은 기기 자체 문제와 무화량 조절관련 문제 전자담,

배 액상 용액과 기화 상태에서의 유해성분 함유 문제 흡연자의 인지 간접흡, ,

연 문제 청소년 흡연의 관문 즉 게이트웨이 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 , (gateway)

되고 있다 신호상( , 2013).

년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자담배 액상 유해성 연구 니코2019 , ,

틴 함량 농도 분석 결과 제품별 니코틴 함량 차이가 크고 함량 표기가 부정( ) , ,

확하고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 ,

맛을 내는 데 사용된 디아세틸 을 가열하여 흡입 시 폐에 손상을 주(Diacetyl)

고 폐쇄성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ark et al., 2019).

미국질병관리본부 는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이(CDC) 2019

년 월 일까지 총 건 확진 건 추정 건 이 미국 개 주와 버진9 20 908 ( 495 , 413 ) 45

아일랜드 지역에서 발생 월 일 현재 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9 26 10 .

이에 대한금연학회에서는 년 월 성명서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사, 2019 10

용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에서 전자담배 기기 포함 판촉 및 무분별한 광고행위 이로 인한 청( ) ,

소년을 포함한 젊은 인구에서의 사용자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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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포함 를 포함한 담배제품관리 및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최민규 등( , 2019).

우리나라 담배사업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우편 판매와 전자거래의 방법12 3

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조형오 오미영, , 그러나 보2009).

건복지부 담배 마케팅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례가 년 건2015 427 , 20

년 건 년 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대해 만원에서 만16 540 , 2017 1,078 , 300 5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2017).

해외 전자담배 인터넷 시장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 수는 년보다 년에 배 증가하였다2013 2014 3 (Williams et al.,

년 전자담배 소매와 온라인 판매액은 억 달러에 달한다2017). 2017 100

(Kon-g et al., 2018).

최근 미국의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신종 액상 전자담배 은 와, JUUL USB

유사한 모양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Closed System Vaporizer: CSV,

제조된 액상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교체하여 사용 로 기존) ,

소비자가 직접 액상을 혼합 보충하여 사용하는 방식(Modifier: MOD syste

개방형 방식 에 비해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다m), (Open Vaping System)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년 월에 미국에서( , 2019: , 2019). 2015 3

판매를 시작한 이후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여 년 전자담배 시장점유율2018

를 기록했고 특히 년 미국 고등학생의 가 전자담배를45.6% , 2018 20.8%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 FDA, 2019).

년 월 일 쥴 월 일 릴베이퍼 가 국내에서 출2019 5 24 (JUUL), 5 27 (Lil Vapor)

시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년 월 담배규제종합대책을 통해 신종 액상형, 2019 5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판매 행위 집중 단속 금연구역에서의,

신종담배 사용 행위 적극 단속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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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지 지도 통제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 불법 담배 판촉 마, , , (

케팅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신종담배의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 조사 강화 계) , ,

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 2019).

년 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개의 미2014 Grana and Ling 59

국 웹사이트의 에서 건강에 이득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전자담배 웹95% .

사이트에서도 궐련은 독성성분이 있으나 전자담배에는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Kong et al., 2014; Wills et al., 2015).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의 마케팅 주Williams

장 중 년 연구 결과 이상 확인된 변수는 건강 장점 가격 장점, 2013 50% ‘ ’, ‘ ’,

금연에 도움이 안된다 어느 곳에서나 흡연이 가능하다가 있었고 년‘ ’, ‘ ’ , 2014

에는 건강 장점이 있었다 등 의 중국 연구에 의하면 건강관련‘ ’ . Yao (2014) ‘ ’,

금연 타인의 간접흡연에 덜 해롭다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다 일반 담배‘ ‘, ’ ’, ‘ ’, ‘

에 비해 깨끗하다 환경 친화적이다 일반 담배보다 화재에 더 안전하다’, ‘ ’, ‘ ’,

일반 담배제품이나 니코틴 대체 요법‘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

금연보조제 구입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사회Nicotine Free Tobacco, ) ’, ‘

화 능력을 올려준다 개인의 자유를 증가 시킨다’, ‘ ’,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극

복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용하는 국내 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

과 연령 검증 및 마케팅 내용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년 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규제종합대책 이전 즉 온라인 판2019 5 ,

매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실시 이전 시점에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부 온라

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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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과 연령

검증 및 마케팅 내용을 분석하여 이후 관련된 심화연구와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웹사이트 주소 플랫폼 종류 자체 웹, , (

사이트 판매 채널 종류 국내 판매 해외 직구 연령 검증 판매 제품 가격정), ( , ), , (

보 포함 판촉 정보 유통 정보 지불 방법 배송 방법 등 현황을 분석한다), , ( , ) .

둘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 및 합성니코틴 뿌, ,

리 줄기 니코틴 제품의 마케팅 주장 내용을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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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전자담배 정의 및 종류1.

가 전자담배의 정의.

전자담배는 전자식 니코틴 전달 장치(EN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키는 분무system) (Battery),

장치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로 구성되어(Atomizer), (Cartridge)

있다 필터 부분 즉 카트리지를 빠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면서(WHO, 2009). , ,

분무 장치가 작동하여 궐련의 연소과정 없이 카트리지 내부 액체를 분무장치

에 의해 기화시켜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하게 하여 흡연과 유사한(Atomizer)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 2009).

나 전자담배 종류 세대. (1,2,3,4 )

세대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메이저 담배회사에서 판매했고 카트1

리지 형태의 액상을 궐련 형태의 용기에 담아 흡연하게 하였으나 흡연 가능한

액상 양이 많지 않거나 낮은 단전압 으로 배터리 불량이(Low single voltage)

잦아 대중화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이씬 이나 브리오 같은 제. (ECIN) (BRIO)

품이 있다(Etter et al., 2011).

세대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고 액상을 사2

용자의 편의에 따라 보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흔히 전자담배라고 하는 제품

이다 세대에 비해 가성비가 좋아지고 사용자의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 니코. 1



- 7 -

틴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향을 첨가함으로써 자신만의 액상을 제조하여

즐길 수 있지만 일일이 액상을 제조하거나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크기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세대는 모두 니코틴만 액체로 만들. 1, 2

어 전기로 끓여서 흡입하는 방식이고 가열형 방식과 초음파 방식이 있다,

(Etter et al., 2011).

세대 전자담배는 조정 가능한 전압 및 전력량을 사용하고 카트리지는 리3 ,

필 가능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세대보다 우수하다 이성규, 1 ( , 2017).

세대 전자담배 즉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4 (Closed

이고 릴베이퍼 죠즈 등이 이에 속한다System Vaporizer: CSV) JUUL, , .

모양의 샤프심 통 크기로 한 손에 잡히는 혹은 한 손에 숨길 수 있는USB ,

작은 크기가 특징이다 망고 민트 등 다양한 맛을 추가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

사용자들을 유혹한다 이 제품에는 다량의 니코틴이 함유되어있어 성장기 두.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니코틴 액상 카트리지 팟 이라고 불림 는. (Pod ‘ ’ )

기존 담배 한 갑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동일한 수준의 니코틴 양을 가지고 있

고 맛에 따라 팟의 색상이 다르고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도 있다, , .

컴퓨터로 충전이 가능하여 마치 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보건복USB (

지부, 2019).

이외에도 연초를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방식인 궐련형 전자담배, (Heat-

찐담배 가열담배 가 있고 여기에는not-burn: , ) , IQOS(Phillip Morris), Glo(B

와 이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AT) Lil(KT&G)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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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용 현황2.

기획재정부의 년도 담배 시장 동향에 의하면 년도 보다 일반담배2018 2017

판매량이 줄었고 액상 전자담배 수입은 년 대비 년에 배 급9% , 2017 2018 5

증했다 전자담배의 트렌드가 궐련형에서 액상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실시한 제 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2018 14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은 현재 사용률은 로 년에 비해 다소7.9%, 2.7% , 2017

증가하였고 가열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은 였다 남학생이( ) 2.9% .

로 여학생 보다 높았고 고학년일수록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질병4.4% 1.2% , .

관리본부에서 년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자 흡2017 ,

연율이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자는 로 나타나 전년도 대38.1% , 6.0%

비 다소 감소했고 만 세 이상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남자 여자, 19 4.4%,

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흡연실태수시조사에0.9% . , 2015

의하면 평생 전자담배 흡연율은 였다 년 월부터 월까지 연구, 9.9% . 2018 5 11

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담배종류별 사용 현황에서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 명 중 궐련 사용자는 명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1,530 ) 89.2%(1,364 ),

는 명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명 로 나타났다 보건37.5%(574 ), 25.8%(394 ) (

복지부, 2019).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년 흡연실태수시조사에서 전자담배2015

사용의 주된 이유는 금연에 도움이 되어서 호기심으로 냄새가 안 나서‘ ’, ‘ ’, ‘ ’,

담배보다 덜 해로워서 실내 사용이 가능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 ’, ‘ ’ (

부, 2015).



- 9 -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위험성3.

전자담배는 건강 유해성과 독성이 있다 전자담배 액상 용액과 기화.

상태에서의 유해성분 함유 문제 기기 자체 문제 무화량 조절과 흡연자의, ,

인지 간접흡연 청소년 흡연의 관문 등의 문제가 있다 신호상, , (gateway) ( ,

2013).

전자담배의 액상 성분은 일반적으로 니코틴 글리세롤(Nicotine) 0-5%, (Gly

향료물질cerol) 0-95%, PG(Propylene Glycerol) 0-95%, Water 0-5%, (Flavor

로 구성되어있다s)<0.5% . 합성 니코틴과 뿌리 줄기 니코틴은 액상형 니코틴/

의 맛을 내기 위해 각종 향료를 사용한다(Etter et al ,2011). 미국 하버드대

학교에서 펜다네디온2,3- (Pentanedione)과 디아세틸 이 함유된 향료(Diacetyl)

가 사용된 액상 전자담배를 꾸준히 사용하면 사람의 정상기관 상피세포 섬모

의 생산과 기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팝콘 등 식품에 다양한 인공적인 맛을.

부여하는 대중적인 향료인 디아세틸 을 가열하여 흡입 시 폐에 손상(Diacetyl)

을 입히고 폐쇄성 기관지염이 발생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ark et al., 201

9).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전자담배 액상 중 발암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아세트알데히, (Tobacco-specific nitrosamines),

드 를 검출했다고 했다(acetaldehyde) (US FDA, 2009). 년 한국보건의료연2015

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비교 시 동종의 발암물질 포

름알데하이드 아크로라인 아세트알데히드(Formaldehyde), (Acroline), (Acetal

담배특이니트로사민dehyde), (Tobacco-specific nitrosamines) 등이 검출됨을

발표했다 일반담배에서 검출되지 않는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성. (Phthalate)

분도 검출되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 , 2015).

보건복지부 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에서 비타민(2019.12.12.)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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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테이트 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개 성분과 니코, 3 , 6

틴 카르보닐류 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종 등 개 주요 유해성분을 검출, 6 , 2 9

하였다고 밝혔다.

기화과정에서 냄새가 나지 않지만 에어로졸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질들이,

흡연자와 주변인들에게도 전달된다 즉 간접흡연자들이 니코틴 미세입자 일. , , ,

부 유독물질을 흡입할 수 있다 신호상 또한 대학에서 실( , 2013). , California

시한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 중 호기 가 옥내외의 대기를 오염시(exhalation)

킬 수 있다고 밝혔다(Zhao et al., 2016).

발열 코일에 의해 증기화된 액상은 수증기가 아닌 에어로졸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삼곤 등( , 2015).

또한 저렴한 전자담배 기기는 환경호르몬 등의 문제에도 노출될 수 있고, ,

기기가 니코틴을 지속적인 방식 으로 액상 전달을 하지(consistent delivery)

못할 경우 고농도의 니코틴을 한꺼번에 흡입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전자담.

배 사용 시 발생하는 기체의 미세 입자는 인체에 흡수된 후 많은 문제를 발생

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호상( , 2013).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 가향제를 사용자가 따로 구매 후, , 스스로

혼합사용하고 있어 니코틴의 인체 유입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 , 20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2; 2015; , 2015), 연초 담배와 달리 사용 용

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

이 더 많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 2015).

전자담배의 다른 액체 성분의 영향으로 배아의 두개골 연골과 근육결손으로

포유류의 자궁 속 태아의 두개 안면 기형이 유발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니코틴에 대한 급성 노출이 세까(Kennedy et al., 2017). 25

지 발달하는 청소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Yuan et

두뇌 발달 즉 뇌신경세포 간의 기능적 연결 시냅스 의al., 2015) , ( , Syna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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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저해하고 집중 감정 공부 충동조절 영역에 해를 끼치며 보건복지부, , , (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호흡기2019), ( , , ),

증상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기타증상 피로감 발열 등 을 초래한다고 했( , , ), ( , )

다 보건복지부( , 2019).

전자담배 사용상 안전문제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접수된 사례 중 인체 직접적2012 1 2015 4

인 상해는 건으로 구토 두통 어지러움 각막손상 피부화상 구강 내 염증37 , , , , ,

의 사례가 있었고 이 외에도 전자담배 사용 및 충전 중 제품 폭발사고 감전, ,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 2015).

국내 외 전자담배 정책 및 규제4. ·

우리나라의 담배사업법 상 담배 란 연초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 " ( )煙草

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 , ,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제 조 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 1 ).

제 조 항에서 전자담배 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 호흡27 2 “ ”

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

배로 규정하고 있다 서희열( , 2018).

년부터 니코틴 함유 제품인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 조 항에 따라2010 2 1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은 흡연욕구 저하제 또,

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명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 니코틴은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고 뿌리나 줄기를

사용하거나 합성이므로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

물질로 규정하여 편의점등에서 판매를 규제하고 있고 년 월 청소년,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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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할 수 없다 최은진 하지만 이예림 등 의 연구에, , ( , 2017). (2017)

의하면 청소년들은 특별한 제재 없이 전자담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사업법의 이런 사각지대에서 담배에 대한.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가향제 액상을 따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최성은, , ( ,

2015).

년 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는 담배특이니트로사2014 11

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전자담배 경고 문구에 포함하,

여 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년 월 일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2019 10 23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담배 정의 확대 법안 담배의 정의에, (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 제품을 포함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 ), ,

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조속처리

를 촉구했다.

조준호 에 의하면 중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고 호주와 뉴질(2013) , ,

랜드에서 전자담배를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의료기구로 분,

류했다 헝가리와 두바이에서는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가리.

아 독일 폴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전자담배를 합법화하고 브라질은 전자담, , ,

배의 판매 수입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전자담배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유, , ,

럽 연합은 니코틴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당 이상 전자담배 제품을(1ml 2mg )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년 기준 니코틴 포함제품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2014

불명확한 나라는 개국 규제 국가는 개국이다 신승근 등 미국의135 , 22 ( , 2017).

경우 는 의약품으로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전자담배 회사와의 소송에서, FDA

패소함으로써 담배상품으로 법제화하였고 년 월에 발(US FDA, 2011), 2014 4

표한 미국 전자담배 규제 계획안에는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FD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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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전자담배 제품별 재료를 공개하여 승인을 받아야FDA

하고 제품에 건강경고표시를 의무화하였다(US FDA, 2014), (US FDA, 2016).

캐나다는 전자담배의 정식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고 전자담배 시장은 급성장하

고 있으나 판매를 단속하거나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최성호( , 2014).

국내 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 마케팅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5. · ,

해외의 전자담배 인터넷 시장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온

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수는 년보다 년에 배 증가했다2013 2014 3 (Williams et

년 전자담배가 유럽에 소개된 후 년과 년도 조사al., 2017). 2007 2011 2012

에서 이에 관한 웹서치가 증가했다고 한다5,000% (Mohanty et al., 2017).

년 미국의 전자담배 소매와 온라인 판매액은 억 달러에 달한다2017 100

중국의 경우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고(Kong et al., 2018).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Yao, 2014).

이렇게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미국과 중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미국. ,

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 실태 분석 연구의 방법과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등이 년과 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는 온라인 전자담Williams 2013 2014

배 판매점에 대한 제품 판매 전략 가격 주장에 대한 내용과 지정학적 위치, , ,

와 국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온라인 전자담. ,

배 판매점 확인 둘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선정 셋째 코딩 및 분석의, , , ,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확인 과정에서 억 천만 개 이상의 웹사이,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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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스캔하여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식별하기 위해 복잡한 검색 알고리

즘과 인터넷 전자담배 공급 업체를 위한 게시판 스팸메일 링크 트위터에서, , ,

추출한 홍보 사이트 같은 소스를 활용했고 수동 검색도 실시했다 둘째URL, . ,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니코틴 함

유 전자 담배 제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영어 온라인 판매점으로 정의하였다.

Alexa.com1)을 이용하여 방문 빈도가 높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찾는

인구를 정확히 측정하였다 년에 최종 개 년 최종 개의 인. 2013 281 , 2014 283

기 있는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셋째 코딩과 분. ,

석으로 이 연구의 모든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회 확인되었다, 2 .

이 연구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품은 회용 전자담배 전자. 1 ,

담배 스타터 키트 전자 시가 일회용 전자 시가 가장 인기 있는 전자담배 브, , ,

랜드 전자담배 액상 향 비 전자담배 제품 담배 제품 시가 제품 다른 제품, / , , , , ,

알코올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마케팅 전략에는 미래 건강 관련 경고 무료. ,

배송 배우 아티스트 등 유명인들의 공개적 지지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의, , TV

지지 의사나 건강 전문가들의 지지 등이 있었다 이외 다른 전략은 충성 추천, . /

제도 할인 무료 담배 제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와 링크 다른 무료, , , SNS ,

아이템 군인 할인 등이 있다 건강관련 주장에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 ,

의견과 건강상 장점 가격 장점 환경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흡연 금연, , ,

에 도움 타인의 간접흡연에 보다 안전함 현대적 혁명적 화재에 안전 사회, , / , ,

적 장점 등이 있었다.

이 항목에 대해 년 년 두 해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년2013 , 2014 2013

미국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들이 위치한 주소는 개국 이상이었다 또한38 . ,

1) 인터넷사이트별 트래픽 조사기관 알렉사 툴바를 사용해 업계에서 가장 큰 표본 집단을 확보하고 있.

다 매월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 횟수를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는 웹 사이트.       , (www.alexa.com)

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색 엔진과 웹 전화번호부 사이트 정보 공급자이다 아마존 의 계,  . (Amazon.com)

열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알렉사[ ] 두산백과[alexa] ( ) 20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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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시장을 반영하여 일회용 전자 담배와 대형 담배 및 으로 전MOD system

환하고 있었다 맛을 낸 전자담배는 년 의 온라인 판매점에서 판. 2014 85.9%

매 되었고 과일 및 캔디 맛이 가장 인기 있었다 년에 건강 강조를 표시, . 2013

한 판매점은 였고 년에는 로 감소했다 또 달러로 구입할76.5% , 2014 43.1% . , 1

수 있는 저렴한 전자담배가 있었다.

등의 년과 년 미국에서의 또 다른 연구는 온라인 전자Williams 2013 2014 ,

담배 판매점에 대한 연령 검증 판매 배송에 대한 내용 분석을 목적으로 하, ,

였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확인 과정 둘째. , , , ,

대상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선정 셋째 코딩과 내용 분석의 순으로 위의, ,

연구와 유사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내용은 담배를 파는 인터넷 담배 판매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매점,

판매 여부 미국 원주민 국가 수 개 이상 국가 미국 해당 주 표시 등이, , (1~3 ), ( )

있다 연령 검증 방법은 홈페이지에 연령 경고 연령 검증 시도 유무 효과적. , ,

이지 않은 연령 검증 체크박스 버튼 클릭 주문서 제출로 나이를 증명 신용카( / , ,

드 결재 출생일 출생일 만 출생일과 덜 엄격한 검증 출생일과 더 엄격한), ( , ,

검증 온라인 연령 검증 배달시 연령 검증 운전면허 사본 요구 운전면허), , , ,

번호 입력 사회보장번호 고객 전화 서비스 도전 문항 등이 있다 판매와 배, , , .

송 방법에서 지불 방법에는 신용카드 개인수표 배송 시 현금 지급, Paypal, ,

등이 있고 배송 회사는 등이 있었다, USPS, UPS, FedEx .

연구의 결과 소매점이 없는 온라인 전용 판매 업체 비율은 년2013 74.7%

에서 년 로 감소했고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년2014 64.3% (p<0.01), 2013

개를 확인했고 년 개를 확인했다 년 와 년980 , 2014 3,096 . 2013 67.6% 2014

에서 연령 검증이 없거나 혹은 효과적이지 않은 연령 검증만 실시함이63.2%

확인되었다 거의 모든 업체가 신용카드 사용을 수락했고 배송에서는 미국. ,

우편 서비스 이용이 분의 정도였다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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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에서 온라인 전자담배 공급업체 수는 년에서 년 사이에2013 2014 3

배 증가하였고 향미료 및 마케팅 주장 연령검증 신원 확인 요구 사항 등을, ,

포함하여 새롭고 확장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등의 연구 목적은 중국의 전자담배 제조업체의 웹사이트 파악 및 제품Yao

마케팅 방법 분석이었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 설계 및 샘플 확. ,

보로 년 월부터 월까지 중국어 전자담배와 제조업체를 검색어로, 2013 3 4 ‘ ’ ‘ ’

사용하여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 검색하였으나 실,

패하여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인 알리바바를 이용했다 알리바바.

과 알리바바 중국 검색엔진에서 중국 본토 전자담배 제조업체 웹사English23

이트를 검색했다 영어과 중국어에 검색된 골드 공급업체 알리바바가 지정한. (

신뢰할 수 있는 타사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인증 및 확인 과정을 완료한

업체 중 가전제품 등 전자담배 이외의 제조업체와 중복 등록된 제조업체를)

제외시켰다 알리바바 영어와 알리바바 중국어로 등록된 제조업체 간의 마케.

팅 전략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알리바바 영어의 제조업체와 알리바바 중국어

의 제조업체를 비교한 후 알리바바 영어와 중국어로 공동등록 된 개의 제조8

업체를 골드 공급업체로 선택했다 이에 미국 전자담배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인 의 중국 회원SFATA(Smoke Free Alternatives Trade Association)

을 추가하였고 이외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Dragonite

를 포함시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의 제조업체를 포International Ltd 12

함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총 개의 제조업체를 확보하였다 둘째18 . ,

코딩은 전자담배 제조업체 웹사이트를 검토하고 중국어 기반 웹사이트 코딩,

가이드를 반복적으로 검토 수정 재정 하여 일관된 정의와 예제를 생성했다, , .

코딩가이드는 총 개 범주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이트에 대한 기7 , 90 . (1)

본정보 규제 언어 연락처 정보 제품 마케팅 주장 메시지, (2) , (3) , (4) , (5) , (6) ,

홍보가 포함되었고 개 웹사이트는 모두 회 확인되었다(7) 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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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건강관련 이익은 간접흡연 노출 금연에 대한 효용성(78%), (67%)

이 가장 많이 제기 되었고 여성을 위한 다양한 풍미 유명인의 추천이 있었,

다 연령 제한 정부의 규제나 소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자담배 사용 방. , .

법에 대한 지침은 약 였다17% .

이 연구들의 공통된 마케팅 주장으로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 ’,

어느 곳에서나 흡연이 가능하다 타인의 간접흡연에 덜 해롭다 타인을 방‘ ’, ‘ ’, ‘

해하지 않는다 일반 담배에 비해 깨끗하다 환경 친화적이다 일반 담배’, ‘ ’, ‘ ’, ‘

보다 화재에 더 안전하다 일반 담배제품이나 금연보조제 구입보다 나은 가’, ‘

치를 제공한다 사회화 능력을 올려준다 사회적 지지를 높여준다 담배’, ‘ ’, ‘ ’, ‘

냄새가 덜 난다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흡연 방법이다 등이 확인되었다’, ‘ ’

(Williams et al., 2017; Yao et al., 2014; Williams et al., 2016).

담배회사들은 최근 전통매체 즉 잡지 라디오 등에서 담배 마케팅 규TV, ,

제가 강화 되면서 이를 통한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되자 판매와 홍보를 위해,

온라인 담배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디지털 기계 이(FTC, 2015).

용이 많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노

력해 왔다(Susan et al., 2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세 이, 2017 3「 」

상 인터넷 이용자 중 주 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1 97.9%

이며 인터넷 이용자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시간으로 조사되었, 15.7

다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로 나타났다. 12 59.6% .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이 급성장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광고는 년부터 방2011

송에 이어 위를 차지했고 년 지상파 광고 매출까지 앞질러 제 의 광고2 , 2012 1

매체로 성장하였다 인터넷 광고는 년대부터 고속 성장하였고 년. 2000 , 2014 2

조 억원 규모로 작년대비 성장하였고 과학부 년도 온730 3.5% ( , 2015), 2017

라인 광고비는 조 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과학기술정보4 7,751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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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2018).

단순한 키워드만 검색하여도 국경을 초월하여 담배 판매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관련 정보를 생산 공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의 특성,

을 고려할 때 담배업계의 지속적인 마케팅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양유선 등( ,

2016).

우리나라는 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2005 (WHO Framewok Con

을 비준한 국가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

조13 담배 광고 판촉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에서 온라인 담배 마케팅의 세부· ·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형태의 직 간접적 광고 판. , ·

촉 후원 담배제품 사용의 촉진을 위한 광고 판촉 후원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 · · ,

및 권고 전통적 매체 라디오 인쇄매체 와 신매체 인터넷 휴대전화 및, (TV, , ) ( ,

기타 신기술과 영화 등 를 통한 방식 인터넷 판매 포장 및 제품 표식 초국) , , ,

경적 광고 판촉 후원 브랜드 확장 및 공유 등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이(WHO, 2014). 를 이행해야 하나 뿌리 줄기 니코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 ,

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성규( , 2011). 국내 담배사업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우편 판12 3

매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조형오 등, 2

보건복지부 담배 마케팅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례가 년009). 2015 4

건 년 건 년 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대해 만원에27 , 2016 540 , 2017 1,078 , 300

서 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런 상황에도500 ( . 2017).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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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1. 연구 대상 선정 과정

↓

↓

↓

그림 연구대상 선정 과정1.

검색된 총 링크 (N=22)

개인 구매 가능 온라인 판매점(N=17)

정보 확인 가능 온라인 판매점(N=1)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점 제외(N=4)

블로그 사회관계망 제외,

검색 엔진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 , ,

키워드 전자담배 사이트 전자담배 구매: ,

검색 기간 년 월 일 월 일: 2019 5 25 ~ 6 30

검색 언어 한글:

분석대상 온라인 판매점(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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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조사 기간2.

본 연구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용가

능하며 온라인상 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웹사,

이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으며 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국내포, 2019 5 25 2019 6 30 .

털사이트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와‘NAVER(http://www.naver.com) ’

다음 과 세계적인 포털사이트인‘Daum(https://www.daum.net) ’ ‘Google

(https://www.google.com) 구글에서 검색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전자담배’ . ‘ ’,

전담 온라인 전자담배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 온라인 전자담배 구매‘ ’, ‘ ’, ‘ ’, ‘ ’,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 온라인 전자담배 구매 사이트 인터넷 전자‘ ’, ‘ ’, ‘

담배 인터넷 전자담배 구매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전자담배 판’, ‘ ’, ‘ ’, ‘

매 사이트를 한글로 검색하였다 또한’ . , ‘YouTube(https://www.youtube.com)

유튜브와 블로그 에서 전자담배 사용자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 (web-log:Blog)’

전자담배 사용방법이나 사용 후기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자들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을 홍보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웹사이트를 설정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변수를 수,

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했다 총 곳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을 파악하였고. 22 ,

곳은 구매가 불가능하고 곳은 의류 쇼핑몰로 변경되어 온라인 전자담배 판3 , 1

매점 웹사이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곳의 온라인, 18

전자담배 판매점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연결된 블.

로그나 인 카카오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NS(Social Network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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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3.

가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체크리스트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

를 참고하(Williams et al., 2017; Williams et al., 2018; Yao et al., 2014)

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검색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사전 파악하여 조사 대.

상 항목과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과정은 연구자 본인 간호학 및 보건학 및. ( )

보건학 전공자 인 총 인이 검토하여 상호 일치하는 항목과 변수로 작성하2 , 3

여 도출하였다.

나 자료수집 방법.

네이버 구글 다음 유튜브에 전자담배 전자담배 판매 전자담배 인(1) , , , ‘ ’, ‘ ’, ‘

터넷 판매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전자담배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 ’, ‘ ’

한글로 검색하여 총 개의 웹사이트를 파악했다 검색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22 .

우 전자담배 관련 블로그를 활용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 웹사이트에 접속하였고 필요(2) , ,

시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정

보를 확인하였다.

각 변수는 총 명의 훈련된 보건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각 웹사이트에(3) 10

서 회 이상 확인 하였다2 .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의 필요한 정보를 네이버 캡처를 사용하여 온(4) ‘ ’

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홈페이지의 화면을 캡처했다.

연구 기간 이후 연구자와 조력자들 모두 웹사이트에서 탈퇴하였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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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류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체크리스트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Williams et al., 2017; Williams et al., 2018; Yao et al., 2014; Mohanty

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검색한 온라인 판매점을 사전et al., 2017) .

파악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과정은.

연구자 본인 간호학 및 보건학 및 보건학 전공자 인 총 인이 검토 상호( ) 2 , 3 ,

일치하는 대항목 소항목과 변수로 작성하여 도출하였다 각 변수는 온라인, .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으로 입력 자료를 구축‘yes=1’, ‘no=0’ ,

했다.

판매 채널의 종류를 보기 위해 자체 웹사이트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제품.

의 종류에는 국내 판매 중 신상품 중고 업자 중고 개인 간 거래 를 조사하, ( ), ( )

였고 해외직구에서는 신상품 판매사업 국가 홈페이지 주사용 언어 홈페이지, , ,

사용언어 다국어 중고 업자 중고 개인 간 거래 를 조사하였다 연령 검증 방- , ( ), ( ) .

법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첫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있는지 여부 연령 검증,

전 내용 노출 여부 일부 정보 노출 전체 정보 노출을 조사하였고 연령 검증, , ,

확인 시에만 내용 접근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령 검증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서 신분증 생년월일 입력 운전면허증 발급연월일 입력 배송 시 신분증, ,

등 확인 회원가입 핸드폰 인증 아이핀 인증 포탈 네이버 카카오 등 로그, , , , ( , )

인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자체 웹사이트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형 쇼핑몰에 소속되거나 하지 않고 자,

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매 채널 종류 해외직구에서. ,

홈페이지 사용언어 홈페이지 사용언어 다국어 라는 변수는 선행연구와 달‘ ’, ‘ - ’

리 해외 사이트 이용 시 언어 장벽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한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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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의 연령 검증 방법에 운전면허 사본 제출 사회보장번호 등은. ‘ ’, ‘ ’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항목으로 제거하였다 회원가입 휴대폰 인증 아이. ‘ ’, ‘ ’, ‘

핀 인증 포탈 네이버 카카오 등 로그인 등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 ( , ) ’

변수에 포함시켰다.

판매 제품 종류 조사를 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여부 하나의 브랜드,

만 판매 두 가지 이상의 브랜드 판매로 나누어 조사했고 액상 전자담배 중, ,

기기 판매여부 액상형 전자담배 무화기 판매 여부 액세서리 배터리MOD , , ( ,

케이스 등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가열담배 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아이코스) . ,

글로 릴의 판매 여부를 조사했고 다른 가열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기타에 기, ,

록하도록 했다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 CSV(Closed System Vaporizer: )

를 조사하기 위해 비엔토 릴베이퍼 죠즈 의 판매 여부를 조사했고JUUL, , , 20 ,

다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기타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외에.

합성 니코틴 제품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을 표시하고 판매하는지 알아보기, /

위해 변수에 포함 시켰다 니코틴 액상 판매 여부 니코틴 원액 판매 여부 니. , ,

코틴 가향 액상 판매 여부를 조사 변수에 포함하였다 가격 정보는 홈페이지.

상에 있는 어떤 제품이든 가장 가격이 높거나 낮은 제품을 조사하여 최고가

원 이나 최저가 원 이나 를 기록했다( USD), ( USD) .

가열담배 종류에서 아이코스 글로 릴은 국내 인기 제품으로 본 연구에 포, ,

함시켰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미국 인기 브랜드와 기타 제품들 스누스, ( ,

후카 등 은 국내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

판촉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바일 전략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유무 영( ) ,

상 콘텐츠 유무 베스트 상품 표시 유무 추천 상품 표시 유무 담배 이외의, , ,

사진 그림으로 표시 과일 음료수 커피 이미지 등 유무 특별 프로모션을 조/ ( , , ) ,

사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신규 고객 할인 고객 할인 쿠폰 증정1+1, , , VIP , ,

전자담배 기기 할인 무료 증정 포함 여부를 변수에 포함하였다 홈페이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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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지사항에 안내된 판촉 정보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건강관련 경고. ‘ ’

가 있었으나 국내 웹사이트에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고 유명인들을 비롯한, ‘

다양한 지지도 국내에서는 담배 광고 규제로 인해 국내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어려워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또 군인할인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 , ‘ ’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유통 정보 관련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불방법에서 신용카드 체크카,

드 계좌이체 여부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개인수표, . ,

이메일 이용 송금 온라인 송금 전자화폐 등Paypal, Western Union, Bitcoin

다양한 결재 방법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제외시켰다 배송 방법.

을 조사하기 위한 변수로 택배 퀵서비스를 사용하고 배송 업체명과EMS, , ,

배송비 변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등의 연구의 마케팅 주장에서는 건강관련 장점Williams ‘ (Health-Related) ’

에 건강 장점 금연 도움 타인의 간접흡연에 더 안전함 화재에 안전이 포함, , ,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장점 금연에 도움을, ‘ (Health-Related) ’, ‘

준다 타인의 간접흡연에 덜 해롭다 일반 담배보다 화재에 더 안전하다를’, ‘ ’, ‘ ’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로 조사했다.

마케팅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마케팅 주장 있음‘ ’

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건강 관련 장점 금연. ‘ (Health-Related) ’, ‘

에 도움을 준다 어느 곳에서나 흡연 할 수 있다 타인의 간접흡연에 덜 해’, ‘ ’, ‘

롭다 일반 담배에 비해 깨끗하다 환경 친화적이다 일반 담배보다 화재’, ‘ ’, ‘ ’, ‘

에 더 안전하다 일반 담배제품이나 니코틴 대체치료 금연보조제 구’, ‘ NRT( , )

입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 한다 사회화 능력을 올려준다 사회적 지위를 높’, ‘ ’, ‘

여준다 로멘틱한 환경 관계 증진 을 증가 시킨다 개인적’, ‘ ’, ‘ ’, ‘Sex Appeal ’, ‘

인 자유를 증가 시킨다 담배 냄새가 덜 난다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흡연방’, ‘ ’, ‘

법이다 기타 입력 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에 표시하여 자료를 수집’, ‘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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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합성 니코틴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 마케팅 정보를 조사하였다 뿌리 줄기, / . /

니코틴으로 분류 판매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뿌리 줄기 니코틴 검색 가/

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제품명은 직접 입력하게 하였다 마케팅 주장을 조사. .

하기 위해 먼저 합성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에 대한 마케팅 주장 없음 있음/ / ,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있음의 경우 개별 항목을 조사하였다 어느 곳에서. ‘

나 흡연할 수 있다 일반 담배에 비해 깨끗하다 환경 친화적이다 일반’, ‘ ’, ‘ ’, ‘

담배제품이나 니코틴 대체치료 금연보조제 구입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NRT( , )

한다 사회화 능력을 올려준다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다 로멘틱한 환경’, ‘ ’, ‘ ’, ‘ ’,

관계 증진 을 증가 시킨다 개인적인 자유를 증가 시킨다 담‘ ’, ‘Sex Appeal ’, ‘ ’, ‘

배 냄새가 덜 난다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흡연방법이다 기타 입력’, ‘ ’, ‘ (text )’

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에 표시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케팅 주장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마케팅 주장과 합성 니코틴,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 마케팅 주장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변수들/

중 국내 상황에 적합하다고 합의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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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방법5.

본 연구에서 수집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다 각SAS 9.4 .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총합 에 대한 합 백분율과 국내, 18 , 13,

국외 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합 분율을 생성하였고 카이제곱 검정 비모수5 , , ,

방법인 를 실시하였다Fisher’s exact test .



- 27 -

.Ⅳ 연구결과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1. ·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은 번에서 번까지는 조사1 18

당시 온라인상 상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웹사이트의 내용 파악이 가능하여 분

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번에서 번까지는 오프라인 판매만 실시하거나, 19 22

의류 쇼핑몰로 변경되어 웹사이트의 내용 파악이 불가능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 중 번에서 번까지는 국내 웹사이트이고 번에서 번. 18 1 13 14 18

까지는 국외 웹사이트로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상하이 러시아 미국 개국, , ( ), ,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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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1. ·

구분 번호 웹사이트 주소 국가 명 국외( )

국내 1 http://www.cigamall.com

2 http://www.mistmall.co.kr

3 www.everzon.com/kr

4 thevapor.co.kr

5 www.legendmall.net

6 https://go82.co.kr/

7 http://storefarm.naver.com/antismoke

8 내용만 볼 수 있음laan.co.kr ( )

9 topcigar.co.kr

10 cigarfactory.co.kr

11 전자담배쇼핑몰.kr

12 http://tfnmall.com/

13 http://burimall.com

국외 14 http://ssambakjuice.com/ 미국

15 vapeorb.com 말레이시아

16 cuzbay.com 홍콩

17 heavengifts.com 중국 상하이( )

18 buybest.com 러시아

제외 19 e-cig.co.kr 오프라인 판매

20 ovalekorea.com 오프라인 판매

21 nugulvape.com 온라인 판매 중지

22 https://www.y10.co.kr 의류쇼핑몰로 변경

현재*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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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판매 채널 종류 및 연령 검증2. ·

조사결과 국내 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판매채널 종류 및 연령 검증·

은 대항목 즉 플랫폼 종류 판매 채널 종류 연령 검증에 대하여 표 에, , , , 2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 총 곳 중. 18

국내 곳 국외 곳 이 자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고 국12 (92.3%), 5 (100%) ,

내 판매 웹사이트와 국외 직구 웹사이트는 모두 신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 판매 국가는 개국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중국 상하이 러시5 , , , ( ),

아이며 영어 곳 중국어 곳 한국어 곳 이었다, 5 (100%), 1 (20.0%), 2 (40.0%) .

국내 웹사이트 곳 에서도 영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7.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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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판매 채널 종류 및 연령 검증2. ·

대
항목

소 항목 변수

국내
(n=13)

국외
(n=5)

전체
(n=18)

N(%) N(%) N(%)

플랫폼

종류

플랫폼 종류
자체 웹사이트 12(92.3) 5(100) 17(94.4)

판매

채널

종류

국내 판매 신상품 13(100) 5(100) 18(100)

중고 업자( ) 0(0.0) - 0(0.0)

중고 개인 간 거래( ) 0(0.0) - 0(0.0)

해외 직구

중복 응답( )

신상품 - 5(100) 5(27.8)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중국 상하이( )

러시아

-

1(20.0)

1(20.0)

1(20.0)

1(20.0)

1(20.0)

1(5.6)

1(5.6)

1(5.6)

1(5.6)

1(5.6)

영어

한국어

중국어

-

5(100)

2(40.0)

1(20.0)

5(27.8)

2(11.1)

1(5.6)

다국어 1(7.7) 5(100) 6(33.3)

중고 업자( ) 0(0.0) 0(0.0) 0(0.0)

중고 개인 간 거래( ) 0(0.0) 0(0.0) 0(0.0)

연령

검증

연령 검증

방법

첫 화면 연령

검증 메시지

유 11(84.6) 2(40.0) 13(72.2)

무 2(15.4) 3(60.0) 5(27.8)

연령 검증 전

내용 노출

없음 6(46.2) 0(0.0) 6(33.3)

일부 정보 노출 3(23.1) 1(20.0) 4(22.2)

전체 정보 노출 4(30.8) 4(80.0) 8(44.4)

연령 검증 확인 시 내용 접근 6(46.2) 0(0.0) 6(33.3)

연령 검증

구체적 방법

중복 응답( )

신분증 생년월일 입력 2(15.4) 1(20.0) 3(16.7)

운전면허증 발급 연월일 입력 0(0.0) 0(0.0) 0(0.0)

배송 시 신분증 확인 0(0.0) 0(0.0) 0(0.0)

회원가입 8(61.5) 2(40.0) 10(55.6)

휴대폰 인증 10(76.9) 0(0.0) 10(55.6)

아이핀 인증 3(23.1) 1(20.0) 4(22.2)

포탈 네이버 카카오 등 로그인( , ) 4(30.8) 1(20.0) 5(27.8)



- 31 -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연령 검증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경우는 국내 곳11

국외 곳 이다 그림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캡처사(84.6%), 2 (40.0%) . 2

진처럼 연령 검증 전 내용 일부 노출은 국내 곳 국외 곳3 (23.1%), 1

전체 정보 노출은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확인되(20.0%), 4 (30.8%), 4 (80.0%)

었다 연령 검증 확인 시에만 내용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모두 국내 판매.

웹사이트로 곳 이다 표 그림6 (46.2%) ( 2, 2).



- 32 -

그림 연령 검증 전 내용 노출 캡처 사진 최종접속일2. ( 2019.06.06.)

그림 는 연령 검증 전 내용 노출 캡처 사진으로 제품사진 제품명 결재 방법2 , ,

및 배송 등에 대한 내용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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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검증 방법에서 신분증 생년월일 입력은 국내 곳 국외 곳2 (15.4%), 1

이고 회원가입은 국내 곳 국외 곳 휴대폰 인증(20.0%) , 8 (61.5%), 2 (40.0%),

은 모두 국내 판매 사이트로 곳 아이핀 인증은 국내 곳10 (76.9%), 3 (23.1

국외 곳 포탈 네이버 카카오 등 로그인 국내 곳 국%), 1 (20.0%), ( , ) 4 (30.8%),

외 곳 이다 표 그림1 (20.0%) ( 2, 3).

그림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중 연령 검증 방법별3. ·

시행 사이트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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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판매 제품 종류가격정보 포함3. · ( )

국내 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 가격정보 포함 에 관한· ( )

조사결과는 판매 제품 종류에 대해 표 에 국내 외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3 · .

가격정보를 포함한 국내 외 판매 제품 종류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열담배·

중 아이코스 판매는 국내 곳 국외 곳 로 확인되었고 글로는1 (7.7%), 3 (60.0%) ,

국내 곳 국외 곳 릴은 국외 판매 사이트 곳에서만1 (7.7%), 2 (40.0%), 1 (20.0%)

조사되어 가열담배는 국외 사이트에서 더 많이 확인되었다 표, ( 3).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 제품 종류를CSV(Closed System Vaporizer )

확인한 결과 은 국내 곳 국외 곳 비엔토는 국내 곳JUUL 1 (7.7%), 3 (60.0%), 1

국외 곳 죠즈 은 국외에서만 곳 이 확인되었다(7.7%), 2 (40.0%), 20 2 (40.0%) .

기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 제품은 국내 곳 국외 곳CSV( ) 8 (61.5%), 4

로 확인되었고 기타 판매 제품으로(80.0%) , IPHA Zing, IPHA swis, Suorin

Air Plus, POMP, Yocan Trio, Sikary, Sikary Fox, Suorin, VOOPOO

FINIC Fish,, MOUU CLIQ, Sense Orbit, Yocan, IJOY LUNA, Rincoe Ceto

SE AIO,J D I E8, Kangertech GEM, VGOD, Syiko Alita, Kangertech,

욜로 베Smoant Pasito, VEIIK, E-bossvape, AUGVAPE, MOTI, Smoant, ,

이포레소 란 라이트 저스트포그 럭스 저스트포그 부푸드래그 스노우 울, , , , , ,

프 매그그립 룩소틱 스위처 액스프리브 스모안트 캐럿 아스베이프 터치, , , , , , ( ),

필코리아 필 픽스 스모앤트 팟 스타터( ), (PHIX), YIHI(SX mini Mi class), (S8 ),

스모크 노드노보 슬림인피닉스 닷모드 온클라우드 베이포레소 레( , ,SLM ), ( ION), (

노바 제로 아스파이어 스프라이트 욜로 벨리알상페 벨리알), ( ), (YPOD), ( ), Cloud

클라우드 바 테슬라Candy( ), (GG)RELX, IPHA Zing, IPHA swis, LUMIA,

모티 테슬라와이팟킷Suorin Air Plus, POMP, MOTI , Yocan Trio, Sik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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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포그핑거킷 배틀킷 스모안트Sikary Fox, Suorin, , , MOUU CLIQ, S8,

블라딘키트 유엘Sense Orbit, Yocan, , IJOY LUNA, Rincoe Ceto SE AIO,

칼리번 일회용전자담배, J D I E8, VOOPOO, ZIA , Kangertech GEM,

타바케어 골드 일회용VGOD, ( ), Syiko Alita, Kangertech, Smoant Pasito,

가 조사되었다 표VEIIK, E-bossvape, AUGVAPE, MOTI, Smoant ( 3).

합성니코틴은 국내 곳 국외 곳 뿌리 줄기 니코틴은 국4 (30.8%), 3 (60.0%), /

내 곳 국외 곳 니코틴 없는 제품은 국내 곳 국4 (30.8%), 1 (20.0%), 2 (15.4%),

외 곳 니코틴 액상은 국내 곳 국외 곳 니코틴3 (60.0%), 7 (53.8%), 4 (80.0%),

원액은 국외 곳 에서만 확인 되었고 니코틴 가향 액상 판매는 국내1 (20.0%) ,

곳 국외 곳 으로 총 곳 에서 확인되었다 표10 (76.9%), 4 (80.0%) 14 (77.8%) ( 3).

가격정보는 전자담배의 가격뿐 아니라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에서 판매되

고 있는 액세서리의 가격도 포함해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최고가격은 국내,

판매 사이트 한 곳에서 원 국외는 패키지 상품으로1,200,000 , USD1,022.22

이고 최저가격은 국내 사이트의 전자담배 액세서리로 원 국외는, 150 ,

이었다 표USD3.5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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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판매 제품 종류 가격정보 포함3. · ( )

CSV: Closed System Vaporizer

대

항목
소항목 변수

국내
(n=13)

국외
(n=5)

전체
(n=18)

N(%) N(%) N(%)
판매

제품

종류

액상형

전자 담배

관련 제품

액상 형 전자담배 13(100) 5(100) 18(100)

판매 브랜드 수 종1 1(7.7) 0(0.0) 1(5.6)

판매 브랜드 수 종 이상2 12(92.3) 5(100) 17(94.4)

액상 전자담배 중 MOD device 11(84.6) 4(80.0) 15(83.3)

액상 전자담배 atomizer(catomizer) 12(92.3) 3(60.0) 15(83.3)

액세서리 배터리 케이스 등( , ) 13(100) 4(80.0) 17(94.4)

가열담배 아이코스 1(7.7) 3(60.0) 4(22.2)

글로 1(7.7) 2(40.0) 3(16.7)

릴 0(0.0) 1(20.0) 1(5.6)

기타 0(0.0) 1(20.0) 1(5.6)

CSV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JUUL 1(7.7) 3(60.0) 4(22.2)

비엔토 1(7.7) 2(40.0) 3(16.7)

릴베이퍼 0(0.0) 0(0.0) 0(0.0)

죠즈20 0(0.0) 2(40.0) 2(11.1)

기타 8(61.5) 4(80.0) 12(66.6)

니코틴

제품
합성 니코틴 제품 4(30.8) 3(60.0) 7(38.9)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 4(30.8) 1(20.0) 5(27.8)

니코틴 없는 제품 2(15.4) 3(60.0) 5(27.8)

니코틴 액상 7(53.8) 4(80.0) 11(61.1)

니코틴 원액 0(0.0) 1(20.0) 1(5.6)

니코틴 가향 액상 10(76.9) 4(80.0) 14(77.8)

가격정보
최고가 원 달러( or ) 원1,200,000

USD

1,022.22

USD

1,022.22

최저가 원 달러( or ) 원150 USD3.56 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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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판매 제품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는 곳 국내 곳 국외 곳 에서18 (100%), 13 (100%), 5 (100%)

확인되었다 국내 곳 국외 곳 에서 두 가지 이상의. 12 (92.3%), 5 (100%)

브랜드가 조사되었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는 국내, MOD device

곳 국외 곳 액상형 전자담배 는11 (84.6%), 4 (80.0%), atomizer(catomizer)

국내 곳 국외 곳 액세서리 밧데리 케이스 등 판매는12 (92.3%), 3 (60.0%), ( , )

국내 곳 국외 곳 이다 표 그림13 (100%), 4 (80.0%)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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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중 판매 제품 종류별4. ·

시행 사이트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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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판촉 정보 및 유통 정보4. ·

조사결과 국내 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판촉 정보 및 유통 정보는·

표 에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판촉 정보에서 모바일4 .

전략은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은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 6 (46.2%), 5 (100%)

국외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림 의 캡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

영상콘텐츠가 있는 홈페이지는 국내 곳 국외 곳 이었다7 (53.8%), 3 (60.0%) .

베스트 상품 표시는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국내가 더 높게10 (76.9%), 3 (60%)

확인되었고 추천 상품 표시는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11 (84.6%), 4 (80%)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그림 과 그림 의 캡처사진과 같이 담배 이외의. 6 7

이미지나 사진으로 표시 과일 음료수 커피 등 가 국내 곳 국외( , , ) 7 (53.8%),

곳 으로 나타났다 표 그림 그림 그림2 (40.0%) ( 4, 5, 6, 7).

지불 방법에서 신용 카드 사용은 국내 곳 국외 곳 이11 (84.6%), 4 (80.0%)

었고 체크카드는 국내 곳 국외 곳 이었다 계좌이체는 국, 6 (46.2%), 4 (80.0%) .

내 곳 국외 곳 이었고 이외에 가상계좌 적립금 휴대폰12 (92.3%), 3 (60.0%) , , ,

결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이 확인되었다 표, ( 4).

배송 방법은 가 국내 곳 국외 곳 이었고 택배가EMS 1 (7.7%), 3 (60.0%) ,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국내는 택배를 국외는 를13 (100%), 3 (60.0%) , EMS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송 업체는 우체국택배 대한통운. , CJ ,

한진택배, Aramax, DHL express, CN E-Packet, BE Packet, Singapore

이 조사되었고 배송비 원 이상 국제Airmail, Netherlands Airmail , 2,500 ,

택배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현 시세를 따른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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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판촉 정보 및 유통 정보4. ·

대

항

목

소항목 변수

국내
(n=13)

국외
(n=5)

전체
(n=18)

N(%) N(%) N(%)

판촉

정보

판촉 전략

중복(

응답)

모바일 전략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
6(46.2) 5(100.0) 11(61.1)

영상 콘텐츠 7(53.8) 3(60.0) 10(55.6)

베스트 상품 표시 10(76.9) 3(60.0) 13(72.2)

추천 상품 11(84.6) 4(80.0) 15(83.3)

담배 이외의 사진으로 표시

과일 음료수 커피 이미지 등( , , )
7(53.8) 2(40.0) 9(50.0)

특별

프로모션

중복(

응답)

1+1 0(0.0) 0(0.0) 0(0.0)

가정의 달 할인 1(7.7) 0(0.0) 1(5.6)

대규모 할인 5(38.5) 3(60.0) 8(44.4)

신규 고객 할인 5(38.5) 1(20.0) 6(33.3)

고객 할인VIP 4(30.8) 1(20.0) 5(27.8)

쿠폰 증정 5(38.5) 4(80.0) 9(50.0)

전자담배 기기 할인

무료 증정 포함( )
5(38.5) 3(60.0) 8(44.4)

유통

정보

지불 방법

중복(

응답)

신용카드 11(84.6) 4(80.0) 15(83.3)

체크카드 6(46.2) 4(80.0) 10(55.6)

가상계좌 1(7.7) 0(0.0) 1(5.6)

적립금 2(15.4) 0(0.0) 2(11.1)

휴대폰 결재 2(15.4) 0(0.0) 2(11.1)

무통장 입금 5(38.5) 0(0.0) 5(27.8)

계좌이체 12(92.3) 3(60.0) 15(83.3)

배송 방법

중복(

응답)

EMS 1(7.7) 3(60.0) 4(22.2)

택배 13(100.0) 3(60.0) 16(88.9)

퀵서비스 2(15.4) 1(20.0) 3(16.7)

배송 업체 명 우체국 택배 등 DHLexpress -

배송비 원이상2,500 국가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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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중· 판촉정보별

시행 사이트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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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튜브 연결 판촉정보 영상 캡처 사진 최종 접속일6. , ( 2019.06.06.)

그림 은 유튜브 연결 판촉정보 영상 캡처 사진으로 클릭하면 바로 유튜6 ,

브로 연결되어 웹사이트 운용자이자 판매자들의 제품 사용 설명 사용 후기

와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액상 시연 신청은 미사용 제품 등의 시연. ‘ ’

신청을 할 수 있게 판매자와 연결하고 시연하는 장면도 보여주는 동영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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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판촉정보 과일 이미지7. 캡처 사진 최종접속일( 2019.06.06.)

그림 은 판촉정보 과일 이미지 캡처 사진으로 니코틴 가향 액상의 향미7

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일 커피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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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프로모션 종류를 살펴보면 신규 고객 할인은 국내 곳 국, 5 (38.5%),

외 곳 고객 할인은 국내 곳 국외 곳 으로1 (20.0%), VIP 4 (30.8%), 1 (20.0%)

확인되었다 대규모 할인이 곳으로 국내 곳 국외 곳 쿠. 8 5 (38.5%), 3 (60.0%),

폰 증정은 국내 곳 해외 곳 이었고 무료 증정을 포함한5 (38.5%), 4 (80.0%) ,

전자담배 기기 할인은 총 곳 으로 국내 곳 국외 곳8 (44.4%) 5 (38.5%), 3

으로 조사되었다 표 그림(60.0%) ( 4, 8).

그림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중 특별 프로모션 종류별8. ·

시행 사이트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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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마케팅 주장5. ·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표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5).

없음은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확인되었다 마케팅 주장2 (15.4%), 5 (100.0%) .

있음은 국내 곳 으로 조사되었다 표 그림11 (84.6%) (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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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5. ·

NRT: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대

항

목
소항목 변수

국내
(n=13)

국외
(n=5)

전체
(n=18)

N(%) N(%) N(%)

마

케

팅

주

장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없음 2(15.4) 5(100) 7(38.9)

있음 11(84.6) 0(0.0) 11(84.6)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있음

중복 응답( )

건강 관련 장점(Health-Related) 2(15.4) 0(0.0) 2(11.1)

금연에 도움을 준다. 3(23.1) 0(0.0) 3(16.7)

어느 곳에서나 흡연 할 수 있다. 1(7.7) 0(0.0) 1(5.6)

타인의 간접흡연에 덜 해롭다. 0(0.0) 0(0.0) 0(0.0)

일반 담배에 비해 깨끗하다. 2(15.4) 0(0.0) 2(11.1)

친환경적이다. 1(7.7) 0(0.0) 1(5.6)

일반 담배보다 화재에 더 안전하다. 0(0.0) 0(0.0) 0(0.0)

일반 담배제품이나 NRT

니코틴 대체치료 금연 보조제( , )

구입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2(15.4) 0(0.0) 2(11.1)

사회화 능력을 올려준다. 0(0.0) 0(0.0) 0(0.0)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다. 0(0.0) 0(0.0) 0(0.0)

로맨틱한 환경 관계 증진, ,

을 증가시킨다Sex Appeal .
0(0.0) 0(0.0) 0(0.0)

개인적인 자유를 증가 시킨다. 1(7.7) 0(0.0) 1(5.6)

담배 냄새가 덜 난다. 0(0.0) 0(0.0) 0(0.0)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흡연방법이다. 1(7.7) 0(0.0) 1(5.6)

기타 3(23.1) 3(0.0)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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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중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9. ·

유무별 시행 사이트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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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마케팅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 사이트 곳 건강 관련 장점 일반’ 3 (23.1%), ‘ (Health-Related) ’, ‘

담배에 비해 깨끗하다 일반 담배제품이나 니코틴 대체 치료 금연’, ‘ NRT( ,

보조제 구입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가 각각 국내 곳 에서 확인) ’ 2 (15.4%)

되었다 국내 사이트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 시킨다도 곳 확인되. ‘ ’ 1 (7.7%)

었다 그림( 10).

이외에도 국내 사이트 곳 에서는 기타에 편리하다 차일드 세3 (23.1%) ‘ ’, ‘

이프티락이 있어 어린이에게 안전하다 이’, ‘TFN(Tobacco Free Nicotine)

란 의학용 니코틴으로 기존 니코틴과 동일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의학용

니코틴이다 미국에서 개발한 으로 발암물’, ‘ TFN(Tobacco Free Nicotine)

질이 전혀 없는 새로운 니코틴 대체물질로써 국내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

습니다 농도는 모든 액상에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미만. TFN 1%(10mg/ml)

으로 함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향을 즐기는 문화를 위’, ‘

해 제작되었습니다 혼합 희석 숙성 등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즐길 수. , ,

있는 제품군을 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가 있었다 표 그림T** MALL ’ ( 5,

그림 의 이제 의학용 니코틴 을 사용한 흡입제재는 흡욕충족제10). 11 ‘ TFN

라 불러주세요 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았기에 국제 암 보’, ‘TFN IARC(

건기구 지정 급 발암물질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및 유해 발암물질이 없습니) 1 ·

다 와 같은 마케팅 주장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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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중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별10. ·

시행 사이트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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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케팅 주장 이미지11. 캡처 사진 최종접속일( 2019.06.06.)

그림 은 마케팅 주장 이미지 캡처 사진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그11

림과 같이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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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합성 뿌리 줄기 니코틴· / /

제품에 대한 마케팅 주장에서는 이를 별도의 제품군으로 분류 판매하는 곳

은 총 곳 중 곳 으로 국내 곳 중 곳18 (100%) 4 (22.2%) , 13 (100%) 2 (15.4%),

국외 곳 중 곳 에서 나타났고 판매 제품은 프리믹스 니코5 (100%) 2 (40.0%) , (

베이스 등이), 60 symbols, vgod, AJ vape, xinyihe, Arms Dealer, talon

있었고 관련하여 국내 웹사이트 곳에서 디자인이나 소재가 혁신적이다라, 1 ‘ ’

는 마케팅 주장이 확인되었고 이외 다른 마케팅 주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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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특성별 합성 뿌리줄기 니코틴 판매6. / / 여부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빈도분·

석 후 합성 뿌리 줄기 니코틴 판매 여부와 빈도가 높거나 연관성이 있을 것/ /

이라고 생각되는 변수들 즉 국내 외 연령 검증 후 내용 확인 제품, · , , CSV

판매 여부 니코틴 제품 판매 여부 판촉 정보 특별 프로모션 액상형 제품, , , ,

마케팅 주장 여부와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통계 결과가 표 에 제, 6

시되어 있다 유의수준 에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인 연관성을. P<0.05

보이지 않는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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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특성별 합성 뿌리 줄기 니코틴 판매 여부6. / /

CSV: Closed System Vaporizer

대항목 소항목 변수 구분
합성 뿌리 줄기 니코틴 판매 여부/ /

유 n(%) 무 n(%) P value

판매 채널

종류

국내 외· 국내 외· 국내 2(15.4) 11(84.6)
0.532

국외 2(40.0) 3(60.0)

연령 검증 연령 검증

방법

연령 검증 후

내용 확인

유 0(0.0) 6(100)
1.000

무 9(8.33) 11(91.7)

판매 제품

종류

CSV JUUL 유 2(50.0) 2(50.0)
0.197

무 2(14.3) 12(85.7)

비엔토 유 1(25.0) 3(75.0)
1.000

무 2(14.3) 12(85.7)

릴베이퍼 유 - -
-

무 1(5.6) 17(94.4)

죠즈20 유 1(50.0) 1(50.0)
0.405

무 3(18.7) 13(81.3)

기타 유 1(8.3) 11(91.67)
1.000

무 0(0.0) 6(100)

니코틴

제품

합성니코틴

제품

유 0(0.0) 7(100)
1.000

무 1(9.1) 10(90.9)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

유 1(20.0) 4(80.0)
0.277

무 0(0.0) 13(100)

니코틴

없는 제품

유 3(42.9) 4(57.1)
0.250

무 1(10.0) 9(90.0)

니코틴 액상 유 1(20.0) 4(80.0)
1.000

무 3(23.1) 10(76.9)

니코틴 원액 유 2(40.0) 3(60.0)
0.546

무 2(15.4) 11(84.6)

니코틴

가향 액상

유 3(27.3) 8(72.7)
1.000

무 1(14.3) 6(85.7)

판촉 정보 판촉 정보 모바일 전략

홈페이지운영( )

유 3(27.3) 8(72.7)
1.000

무 1(14.3) 6(85.7)

영상 콘텐츠 유 1(10.0) 9(90.0)
0.274

무 3(37.5) 5(62.5)

베스트 상품

표시

유 2(14.3) 12(85.7)
0.197

무 2(50.0) 2(50.0)

추천 상품 유 3(20.0) 12(80.0)
1.000

무 1(33.3) 2(66.7)

담배 외의 사진

과일 커피 등( , )

유 3(33.3) 6(66.7)
0.576

무 1(11.1)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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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6.

CSV: Closed System Vaporizer

대항목 소항목 변수 구분
합성 뿌리 줄기 니코틴 판매 여부/ /

유 n(%) 무 n(%) P value

판촉

정보

특별

프로모션

대규모 할인 유 2(22.2) 7(77.8)
1.000

무 2(22.2) 7(77.8)

신규 고객

할인 적립/

유 1(14.3) 6(85.7)
0.388

무 1(0.0) 11(100)

고객VIP

할인 적립/

유 1(16.7) 5(83.3)
0.333

무 0(0.0) 12(100)

쿠폰 증정 유 4(40.0) 6(60.0)
0.091

무 0(0.0) 8(100)

전자담배

기기 할인

무료 증정 포함( )

유 2(22.2) 7(77.8)
1.000

무 2(22.2) 7(77.8)

마케팅

주장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유 0(0.0) 7(100)
0.119

무 4(36.4) 7(63.6)

합성 뿌리/

줄기/

니코틴

마케팅 주장 유 1(100) 0(0.0)
0.222

무 3(17.6) 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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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특성별 건강 관련 장점 금연도움 여7. , 부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빈도분·

석 후 건강 관련 장점 금연 도움 여부와 변수들 즉 국내 외 연령 검증 후, , · ,

내용 확인 제품 판매 여부 니코틴 제품 판매 여부 판촉 정보 특별, CSV , , ,

프로모션 액상형 제품 마케팅 주장 여부와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

통계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유무와7 .

건강관련 장점 금연도움 여부는 유의수준 에서 카이제곱 검정결과/ P<0.05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과의 카이제곱 검정(P=0.014).

결과는 통계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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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특성별 건강 관련 장점 금연도움 여부7. ,

CSV: Closed System Vaporizer

대항목 소항목 변수 구분
건강 관련 장점 금연도움 여부,

유 n(%) 무 n(%) P value

판매 채널

종류

국내 외· 국내 외· 국내 4(100) 0(0.0)
0.278

국외 9(64.3) 5(35.7)

연령 검증 연령 검증

방법

연령 검증 후

내용 확인

유 2(33.3) 4(66.7)
0.568

무 2(16.7) 0(83.3)

판매 제품

종류

CSV JUUL 유 0(0.0) 4(100)
0.524

무 4(28.6) 10(71.4)

비엔토 유 0(0.0) 3(100)
1.000

무 4(26.7) 11(73.3)

릴베이퍼 유 - -
-

무 4(22.2) 14(77.8)

죠즈20 유 0(0.0) 2(100)
1.000

무 3(25.0) 9(75.0)

기타 유 3(25.0) 9(75.0)
1.000

무 1(16.7) 5(83.3)

니코틴

제품

합성 니코틴

제품

유 2(28.6) 5(71.4)
1.000

무 2(18.2) 9(81.8)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

유 1(20.0) 4(80.0)
1.000

무 3(23.1) 10(76.9)

니코틴 없는

제품

유 1(20.0) 4(80.0)
1.000

무 3(23.1) 10(76.9)

니코틴 액상 유 2(18.2) 9(81.8)
1.000

무 2(28.6) 5(71.4)

니코틴 원액 유 0(0.0) 1(100)
1.000

무 4(23.5) 13(76.5)

니코틴 가향

액상

유 4(28.6) 10(71.4)
0.524

무 0(0.0) 4(100)

판매 제품

종류

판촉 정보 모바일 전략

홈페이지운영( )

유 2(50.0) 2(50.0)
1.000

무 9(64.3) 5(35.7)

영상 콘텐츠 유 3(30.0) 7(70.0)
0.588

무 1(12.5) 7(87.5)

베스트 상품

표시

유 3(21.4) 11(78.6)
1.000

무 1(25.0) 3(75.0)

추천 상품 유 4(26.7) 11(73.3)
1.000

무 0(0.0) 3(100)

담배 외의 사진

과일 커피 등( , )

유 3(33.3) 6(66.7)
0.576

무 1(11.1) 8(88.9)



- 57 -

표 계속7.

CSV: Closed System Vaporizer

대항목 소항목 변수 구분
건강 관련 장점 금연도움 여부,

유 n(%) 무 n(%) P value

판촉

정보

특별

프로모션

대규모 할인 유 2(22.2) 7(77.8)
1.000

무 2(22.2) 7(77.8)

신규고객

할인 적립/

유 3(42.9) 4(57.1)
0.245

무 1(9.1) 10(90.1)

고객VIP

할인 적립/

유 1(16.7) 5(83.3)
0.333

무 0(0.0) 12(100)

쿠폰 증정 유 1(25.0) 3(75.0)
0.274

무 9(64.3) 5(35.7)

전자담배

기기 할인

무료 증정 포함( )

유 2(22.2) 7(77.8)

1.000
무 2(22.2) 7(77.8)

마케팅

주장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유 4(57.1) 3(42.8)
0.011

무 0(0.0) 11(100)

합성 뿌리/ /

줄기

니코틴

마케팅 주장 유 0(0.0) 1(100)

1.000
무 4(23.5) 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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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특성별 연령 검증 여부8.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빈도분석 후 연령 검증 여부와 변수들 즉 국내 외 제품 판매 여부, · , CSV ,

니코틴 제품 판매 여부 판촉 정보 특별 프로모션 액상형 제품 마케팅, , ,

주장 여부와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결과는 표 에. 8

제시하였다 유의수준 에서 위의 변수들과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P<0.05

통계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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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특성별 연령 검증 여부8.

CSV: Closed System Vaporizer

대항목 소항목 변수 구분
연령 검증 여부

유 n(%) 무 n(%) P value

판매 채널

종류

국내 외· 국내 외· 국내 6(46.2) 7(53.8)
0.1141

국외 5(100) 0(0.0)

판매 제품

종류

CSV JUUL 유 0(0.0) 4(100)
0.245

무 8(57.1) 6(42.9)

비엔토 유 0(0.0) 3(100)
0.514

무 6(40.0) 9(60.0)

릴베이퍼 유 - -
-

무 6(33.3) 12(66.7)

죠즈20 유 0(0.0) 2(100)
0.529

무 6(37.5) 10(62.5)

기타 유 2(16.7) 10(83.3)
0.107

무 4(66.7) 2(33.3)

니코틴

제품

합성니코틴

제품

유 1(14.3) 6(85.7)
0.315

무 5(45.5) 6(54.5)

뿌리 줄기/

니코틴 제품

유 1(20.0) 4(80.0)
0.614

무 5(38.5) 8(61.5)

니코틴

없는 제품

유 2(40.0) 3(60.0)
1.000

무 4(30.8) 9(69.2)

니코틴 액상

제품

유 2(18.2) 9(81.8)
0.141

무 4(57.1) 3(42.9)

니코틴 원액

제품

유 0(0.0) 1(100)
1.000

무 6(35.3) 11(64.7)

니코틴 가향

액상 제품

유 5(35.7) 9(64.3)
1.000

무 1(25.0) 3(75.0)

판촉 정보 판촉 정보 모바일 전략

홈페이지운영( )

유 8(72.7) 3(27.3)
0.626

무 3(42.9) 4(57.1)

영상 콘텐츠 유 3(30.0) 7(70.0)
1.000

무 3(30.0) 5(70.0)

베스트 상품

표시

유 6(42.9) 8(57.1)
0.245

무 0(0.0) 4(100)

추천 상품 유 6(40.0) 9(60.0)
0.514

무 0(0.0) 3(100)

담배 외의 사진

과일 커피 등( , )

유 2(22.2) 7(77.8)
0.619

무 4(44.4)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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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8.

CSV: Closed System Vaporizer

대항목 소항목 변수 구분
연령 검증 여부

유 n(%) 무 n(%) P value

판촉

정보

특별

프로모션

대규모 할인 유 3(33.3) 6(66.7)
1.000

무 3(33.3) 6(66.7)

신규 고객

할인 적립/
유 2(28.6) 5(71.4)

1.000
무 4(36.4) 7(63.6)

고객VIP

할인 적립/
유 1(16.7) 5(83.3)

0.600
무 5(41.7) 7(58.3)

쿠폰 증정 유 2(20.0) 8(80.0)
0.321

무 4(50.0) 4(50.0)

전자담배

기기 할인

무료증정 포함( )

유 2(22.2) 7(77.8)

0.619
무 4(44.4) 5(55.6)

마케팅

주장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유 3(42.9) 4(57.1)
0.626

무 3(27.3) 8(72.7)

건강관련 장점,

금연도움
유 2(50.0) 2(50.0)

0.568
무 4(28.6) 10(71.4)

합성 뿌리/ /

줄기

니코틴 제품

마케팅 주장
유 0(0.0) 1(100)

1.000

무 6(35.3) 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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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Ⅴ

본 연구는 년 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규제종합대책에 따른 온라2019 5

인 판매에 대한 규제 실시 이전 시점의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

채널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2019 5 25 6 30

로 국내 외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현황과 연령 검증 및 마케팅 주장·

내용을 분석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과 유튜브에서 한글로. , ,

전자담배 전자담배 판매 및 구매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 및 구매 사이트 온, , ,

라인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곳의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22

중 실제 상업 활동 중이거나 웹사이트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곳의18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 즉 국내 곳 국, 13 (72.2%), 외 곳 을5 (27.8%)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국내 곳 중 곳 국외는 곳 모두로 곳 중 곳13 12 (92.3%), 5 (100%) 18 17 (94.4%)

이었다.

국외 판매 국가는 개국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중국 러시아였고 국5 , , , , ,

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국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

을 구입함을 알 수 있어 초국경적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유선, ( ,

또한 국내에서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소재지가 여러 나2016). ,

라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등 의 선행연구에서도 온라인 전, Williams (2016)

자담배 판매점 소재지가 미국 외 개국 개국 이상도 였음을 알 수 있38 , 2 12%

어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

국외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가 곳 중국어 곳5 (100%), 1

한국어 곳 으로 자국어 한국어와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20.0%), 2 (40.0%) ,

용하여 구매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온라인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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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판매점 내용 분석을 실시한 등 의 선행연구에서 국내Yao (2014) 1

곳을 비롯한 곳의 웹사이트에서 영어와 중국어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본 연6 .

구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하였다(Yao, 2014).

본 연구 결과 연령 검증에서 첫 화면에 연령 검증 경고 메시지가 보이는 경

우는 총 곳 으로 국내 곳 국외 곳 이고 연령 검13 (72.2%) 11 (84.6%), 2 (40.0%) ,

증전 일부 내용 노출이 곳 으로 국내 곳 국외 곳4 (22.2%) 3 (23.1%), 1 (20.0%)

이었다 연령 검증 없이 전체 정보 노출이 곳 으로 국내 곳. 8 (44.4%) 4 (30.8%)

국외 곳 이었다 연령 검증 확인 시에만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은 국4 (80.0%) .

내 판매 사이트 곳 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 검증 방법은 회6 (33.3%) .

원가입이 곳 으로 국내 곳 국외 곳 이었고 휴대10 (72.2%) 8 (61.5%), 2 (40.0%) ,

폰 인증은 모두 국내 판매 사이트 곳 이었다 국내 판매 사이트가10 (76.9%) .

국외 판매 사이트에 비해 연령 검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등 의 연구에서는 년 년 의 온라인Williams (2016) 2013 67.6%, 2014 63.2%

전자담배 판매점이 효과적인 연령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판

매 사이트보다 국내 판매 사이트가 연령 검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향후 심층 연구를 통해 연령 검증 여부 조사로 청소년의 구매 접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매 제품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는 국내의 곳 국외의 곳18 (100%), 5

으로 모든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두 가지 이상의 브랜드 판매는(100%) ,

곳 으로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이 역시 거의 모17 (94.4%) 12 (92.3%), 5 (100%)

든 곳에서 확인되었다. 장치 판매 총 곳MOD 15 (83.3%) 중 국내 곳11

국외 곳 무화기 판매는 곳 중 국내(84.6%), 4 (80.0%), (atomizer) 15 (83.3%)

곳 국외 곳 액세서리 판매 곳 중 국내 곳12 (92.3%), 3 (60.0%), 17 (94.4%) 13

국외 곳 에서 조사되었다 니코틴 액상 판매 곳(100%), 4 (80.0%) . 11 (61.1%)

중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확인되었고 니코틴 원액 판매는7 (53.8%), 4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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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웹사이트 곳 이었다 니코틴 원액 판매를 확인함으로써 니코틴 원1 (20%) . ,

액 사용상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곳에서 액상형 전자.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고 두 가지 이상 브랜드를 판매했으며 액세서리, , , MOD

기기 무화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브랜드 제품과 관련, .

제품을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 웹사이트에서 확인했고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Williams et al., 2017; Yao et al., 2014).

판촉 정보는 모바일 전략 곳 중 국내의 곳 국외의 곳11 (61.1%) 6 (46.2%), 5

으로 국외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상 콘텐츠(100%) , 10

곳 중 국내의 곳 국외의 곳 으로 비슷하게 사용하는(55.6%) , 7 (53.8%), 3 (60%)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배 이외의 사진이나 이미지 과일 커피 캐릭터 등 표시. ( , , )

는 국내의 곳 국외의 곳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흡연자를7 (53.8%), 2 (40.0%) .

유혹하는 고객 기반 맛 친숙한 맛임을 보여주는 과일이나 초콜릿 등이 확인,

되었다 가향담배처럼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게 호소하는 마케팅으로 년. 2013

와 년 에서 과일 사탕 및 커피 등의 다양한 맛과 향의 전80.1% 2014 85.9% ,

자담배를 확인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Williams et al., 2017).

특별 프로모션에서 신규고객 할인은 곳 중 국내 곳 국외6 (33.3%) 5 (38.5%),

곳 으로 고객 할인은 곳 중 국내 곳 국외 곳1 (20.0%) , VIP 5 (27.8%) 4 (30.8%), 1

으로 국내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 할인이 곳(20.0%) . 8

중 국내 곳 국외 곳 쿠폰 증정은 곳 중(44.4%) 5 (38.5%), 3 (60.0%), 9 (50.0%)

국내 곳 국외 곳 무료 증정을 포함한 전자담배 기기 할인5 (38.5%), 4 (80.0%),

은 곳 중 국내 곳 국외 곳 으로 확인되어 국외가8 (44.4%) 5 (38.5%), 3 (60.0%)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도 신규고객을 위한 인센티.

브 새 제품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무료 샘플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어 본, ,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Williams et al., 2017).

가격은 전자담배 액세서리 최저가격 원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최고15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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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했다 등의 연구에서도 일회용 전자담배의 최저1,022.22 . Williams

가격이 최고가격 로 다양한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어 선USD1.00, USD55.03

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고 특히 저가의 전자담배는 저렴하고 적합한 가, ,

격임을 보여주어 청소년이나 일부 성인이 전자담배 고객이 되는 장벽을 낮추

었다(Williams et al., 2017).

지불 방법은 신용카드가 곳 중 국내 곳 국외 곳15 (83.3%) 11 (84.6%), 4

으로 비슷했고 계좌이체는 곳 중 국내 곳 국외(80.0%) , 15 (83.3%) 12 (92.3%),

곳 으로 국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신3 (60.0%) .

용카드 결재비율이 년 보다 년 로 감소하였고 송금 서2013 97.2% 2014 92.6%

비스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신용카드 결재비율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임을 확인했다(Williams et al., 2016).

우리나라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배송비는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2,500 .

배송 방법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택배는 곳 중 국내 곳16 (88.9%) 13 (100%),

국외 곳 으로 국내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는 우체국택배3 (60.0%) , , CJ

대한통운 한진택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외에서는, , Singapore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Airmail, Netherlands Airmail, LWE .

구에서 택배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한다고 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Williams et al., 2016).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마케팅 주장 있음은 국내 곳 으로 확인되11 (84.6%)

었다 마케팅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 관련 장점 일. ‘ (Health-Related) ’, ‘

반 담배에 비해 깨끗하다 일반담배 제품이나 니코틴 대체치료 금연’, ‘ NRT( ,

보조제 구입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가 각각 곳 으로 모두 국내) ’ 2 (15.4%)

웹사이트였고 금연에 도움을 준다가 곳 어느 곳에서나 흡연할 수, ‘ ’ 3 (23.1%), ‘

있다 환경 친화적이다 개인적인 자유를 증가시킨다 현대적이고 혁명적’, ‘ ’, ‘ ’, ‘

인 흡연 방법이다가 각각 곳 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국내 웹사이트로’ 1 (7.7%)



- 65 -

확인되었다 국외보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이 더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마케팅 주장 비율을 비교해 보면. Williams

등의 선행 연구에서 건강관련 장점 금연 법에 제‘ (Health-Related) (69.4%)’, ‘

재를 받지 않는다 전자담배는 간접 흡연자들에게 더 안전하다(59.4%)’, ‘

로 나타났고 년 년 에서 유명인의 추천도 있었(47.7%)’ 2013 11%, 2014 6.0%

다 등의 중국 연구에서는 에서 전자담배에는 타르 실제 연기 또는. Yao 89% ‘ ,

전통적인 담배와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와 같은 건강관련 주’

장이 확인되었다 에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간접흡연에 노출. 78% ‘

시키지 않는다 등의 마케팅 주장이 있었고 유명인의 흡연 사진과 추천이 홈’

페이지에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미국보다 중국이 온라인 전자. ,

담배 판매점에서의 마케팅 주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아직 정부에 전자담배 규제가 없고. (Yao et al., 2014),

미국의 경우 온라인 담배 판매점에 대한 규제는 있으나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

점에 대한 규제가 생기기 전 시점의 연구로 우리나라 보다 규제가 덜 한 중국

과 미국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점의 마케팅 주장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빈도가 높거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변수들 즉 합성 뿌리 줄, , / /

기 니코틴 판매 여부와 국내 외· , 연령 검증 후 내용확인, 제품 판매 여CSV

부 니코틴 제품 판매 여부 판촉 정보 특별 프로모션 액상형 제품 마케팅, , , ,

주장 여부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봤으나 유의수준

에서P<0.05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관련 장

점 금연 도움 여부 및 연령 검증 여부와 위 변수들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카,

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주장 유무와 건강

관련 장점 금연도움 여부만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P<0.05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P=0.014), .

검증 후 내용 확인과 위의 변수들과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도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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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

본 연구는 년 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규제종합대책에 따른 온라2019 5

인 전자담배판매 규제 강화 실시 이전 시점에서 온라인 판매점의 특성을 조사

한 것이다 규제가 이루어지면 미국 중국의 온라인 판매점과 비교에서 확인. , ,

했듯이 홈페이지 내용의 연령 검증 강화 마케팅 주장 감소 판촉 감소가 나, ,

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온라인 전.

자담배 판매에 대한 세밀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명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한글로 전자담배 인터넷 구, ‘

매 전자담배 전자담배 판매 등을 수동 입력 검색하여 파악된 온라인 전’, ‘ ’, ‘ ’

자담배 판매점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수가 적어서 결과를 전체 온라.

인 전자담배 판매점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검색 알고리즘과 다.

른 소스 등을 이용한 검색 수동 검색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보다 많은,

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인터넷 웹사이트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

아니라 블로그 특히 유튜브 등이 연동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중고 사이SNS, ,

트를 많이 이용함을 알았으나 연구자의 한계로 이를 다 연구하지 못했다 또.

한 온라인에서도 모바일 시장에 광고비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모바일,

시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셋째 미국 중국을 연구한 선행연구 분석, , (Williams et al., 2016; Williams

에서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여 사전 조사와 연et al., 2017; Yao et al., 2014)

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범주를 도출하고 변수 조정을 했음에도 국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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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내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변수의 첨가와 불

필요한 변수의 제거가 필요했다 향후 충분한 변수 조정 작업을 거쳐 웹사이.

트를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 회 단면 조사로, 2019 5 25 2019 6 30 5 , 1

총 개의 웹사이트를 국내 외로 나누어 대상 집단의 합과 분율만을 단순 비18 · ,

교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인 등의 미국 연구는 년과 년. Williams 2013 2014 2

년에 걸쳐 같은 기간 동안 월에서 월까지 회의 단면연구를 실시하여 두(3 5 ) 2

해의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국내에도 이런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 ,

담배규제종합대책 이후의 상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홈페이지 내용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이용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실제 제품 구매를 통한 제품 배송 및 포장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현

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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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Ⅵ

본 연구는 년 월에 발표된 담배규제종합대책 실시 이전 시점에서 온2019 5

라인 전자담배 판매점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단순히 키워드만 입력해도 누구.

나 쉽게 국내 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어 초국경적· ,

인 접근이 가능했다 국외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영어 자국어는 물. ,

론이고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했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으로 간단히 결재,

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 택배 등을 이용한 배송을 통해 누구나 국내 외 온라, , ·

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연령 검증.

없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절반 이상이어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온라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지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 주장을 하는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는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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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States of Online Electronic Cigarette Store:

Age Verification, and Marketing Contents

Background and Purpose: Because of regulations on cigarette, social

atmosphere, and increased cigarette price in 2015, usage of electronic

cigarette surged. Liquid electronic cigarette has some legal issues such

as legal regulation and tax equity, compared to general cigarette. In

addition, according to Tobacco Business Act, mail order and

e-commerce of cigarette was prohibited, but violation cases have been

increasing. In cas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ina where the

Internet market for electronic cigarette has surged, some studies on

online retailers of the electronic cigarette are being conducted, but in

Korea no one researches it, so that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e-cigarette stores available in the country is not known. This study is to

research related contents of some Internet home pages of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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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ette, which was available for Korean to buy electronic cigarette or

in which contents of them could be checked before May 2019, when

the governments announced intensified regulations on the Internet

retailers.

Research Method: This study analyzed contents of the Internet

retailers by searching electronic cigarette sale or purchase in Korean

on Naver, Daum, Google, and YouTube, which are Internet portal sites

from May 25th to June 30th in 2019. A total of 22 Internet retailers

were found. Except four retailers that personal purchase was not

available and one retailor that changed into a clothing store so that its

contents could not be found, this study researched contents of 18

Internet retailers of the electronic cigarette, including 13 domestic

retailers and 5 overseas retailers. It referred to variables prior

researches had utilized. Then, the author of this study and two health

science majors reviewed, mutually agreed to, and derived categories

and variables, grasped in advance from the Internet retailers as

research objects. And then it gave ‘yes=1’, ‘no=0’ to each relevant

item. After trained two or more graduated health science majors

checked collected data,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Fisher’s exact test) with SAS 9.4 by dividing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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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17(94.4%) Internet retailers dealt with electronic

cigarette, and they operated their web site by themselves. There were

12(92.3%) of Domestic retailers and 5(100%) of overseas retailers.

11(84.6%) of Domestic retailers showed age verification warning

message in the first web page, and 2(40.0%) of overseas retailers did.

Only domestic retailers did not expose contents, before age

verification, accounting for 6(46.2%). Without age verification, 3(23.1%)

of domestic retailers and 1(20.0%)of overseas retailers exposed partial

contents. Without age verification, 4(30.8%) of domestic retailers and

4(80.0%) of overseas retailers exposed whole contents. This study

found that domestic retailers conducted the age verification much more

than overseas retailers. In case of an age verification method as

signing up, domestic retailers accounted for 8(61.5%) and overseas

retailers accounted for 2(40.0%). In case of a cell phone certification,

only domestic retailers used it, accounting for 10(76.9%). In case of

goods for sale, both retailers dealt with liquid electronic cigarette,

accounting for 100%. 12(92.3%) of domestic retailers and 5(100.0%) of

overseas retailers sold two or more brands. 11(84.6%) of domestic

retailers and 4(80.0%) of overseas retailers sold MOD device, so that

both of them showed similar results. 12(92.3%)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verseas retailers sold atomizer, and 13(100%) of

domestic retailers and 4(80.0%) overseas retailers sold accessories so

that domestic retailers sold them much more. The sales of synthetic

nicotine products were 4(30.8%)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while the root/stem nicotine products were sold 4(30.8%)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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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retailers and 1(20.0%) of overseas. The sales of nicotine free

products were 2(15.4%) and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7(53.8%) of domestic retailers and 4(80.0%) overseas

retailers sold liquid nicotine, and 1(20.0%) overseas retailers sold pure

nicotine, so that overseas retailers sold them much more. 6(46.2%) of

domestic retailers and 5(100%) of overseas retailers utilized a

promotion method with mobile devices, 7(53.8%)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retailers made video contents, and 11(84.6%)

of domestic retailers and 4(80.0%) of overseas retailers marked

recommendation products, so that both of them showed similar results.

10(76.9%)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retailers

marked the best product, and 7(53.8%) of domestic retailers and

2(40.0%) of overseas retailers displayed their products not using a

photo of cigarette, so that domestic retailers showed the higher points.

In case of special promotion methods, 5(38.5%)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retailers gave a large discount, 5(38.5%) of

domestic retailers and 4(80.0%) of overseas retailers presented

coupons, and 5(38.5%)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retailers operated device discount, so that overseas retailers showed

the higher points.

In case of price, there were various prices from the lowest price of

an accessory with 150 won to the highest price of a package product

with 1,022.22 USD. In case of payment method, 11(84.6%) of domestic

retailers and 4(80.0%) of overseas retailers accepted credit cards, and

12(92.3%)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reta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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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bank transfers, so that domestic retailers showed the higher

points. Domestic shipping costs were over 2,500won and overseas

shipping costs are various depending on the nation. In case of shipping

methods, 1(7.7%)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retailers used EMS, so that overseas retailers showed the higher point.

13(100%) of domestic retailers and 3(60.0%) of overseas retailers used

delivery service, so that domestic retailers showed the higher points.

This study found delivery service companies, including post office

parcel service, CJ Korea Express, and Hanjin Delivery Service. It found

overseas delivery service companies including Singapore Airmail,

Netherlands Airmail, and LWE. 11(84.6%) of domestic retailers had a

marketing claims on liquid electronic cigarette. As looking for domestic

web sites, this study found that 2(15.4%) of domestic retailers said ‘it

could help stop smoking 3(23.1%)’, ‘it has health-related advantages’,

‘it is clearer than general cigarette’, and ‘it gives much better values

than general cigarette or NRT(Nicotine Replacement Therapy)’, and

1(7.7%) of them said ‘you can smoke everywhere’, ‘it is eco-friendly’,

‘it can boost individual freedom’, and ‘it is modern and revolutionary

way of smoking’.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buy electronic

cigarette online through domestic and overseas Internet retail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Also more than half of them exposed its

contents without age verification. Despite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s, domestic and overseas online electronic cigarette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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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operating various promotion and marketing. In order to grasp the

online electronic cigarette sales states, the more extensive research

should be needed, including not only major portal sites but also blogs,

social network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Kakao, Kakao

plus-friend, Band and even open market such as G-market, 11st,

Auction, and Interpark, etc. Especially, considering adolescents

frequently use second-hand items through related online web sites,

post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due to selling pure

nicotine, there is constant risk to use it. As identifying whether the

online electronic cigarette stores would function as a channel to

present inaccurate information on electronic cigarette or not,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xtensive and in-depth researches and

effective measures of the governments.

Keywords: Electronic Cigarette, Online Sale, Internet Electronic

Cigarette Store, Internet Electronic Cigarette S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