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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필립모리스의 iQOS가 국내 시판된 이래로 국내 담배 시장에 새롭게 가

열담배가 진입하게 되었고, 가열담배 사용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시간

에 따른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심도가 온라인 뉴스

보도와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현재까지 

네이버 검색어의 추세를 살펴보았고 같은 기간 동안 가열담배 주제로 보도된 연합뉴스

내용을 보도형태(기사, 포토뉴스, 기사)와 보도내용(정책, 건강영향, 담배회사활동, 추

세, 기타)으로 분류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네이버 포털 사

이트를 통한 사람들의 가열담배 검색 활동은 2017년 6~8월과 2018년 5~6월에 가장 

활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연합뉴스에 게재된 가열담배 관련 뉴스는 총 533건으로 

기사 321건(60.2%), 포토뉴스 197건(37.0%), 기타 15건(2.8%)으로 나타났으며, 2017

년 11월(n=71, 13.3%)에 가장 많은 뉴스가 보도되었다. 기타를 제외한 기사와 포토뉴스

는 담배회사 활동 내용이 전체의 37.1%를 차지해 정책(29.7%), 건강영향(11.6%), 추세

(11.0%) 뉴스보다 많았다.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신제품에 대한 정보 이외

에도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 이슈로 나타나 가열담배의 단기 및 장기 사용에 따른 건강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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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가열담배는 전자장치를 사용해 연초를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정의되며 연초로 만들어진 가열담배 전용 제품(스틱)을 전자장치

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통칭한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9). 국내

에서 판매되는 가열담배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Philip Morris International: PMI)의 iQOS(아이코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British American Tobacco: BAT)의 glo(글로), 케이티앤지(KT&G)의 ili(릴)이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2017년 6월, 8월, 11월부터 각각 국내 시판되었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9). 

현재까지 국내 담배 시장은 궐련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2017년 전체 담배 시장의 

2.2%의 판매 비중을 기록한 가열담배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20년에는 전체 

담배 판매 비중의 10.3%까지 증가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이러한 가열담배 국내 판

매 추세는 전 세계 판매량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가열담배 시장 

성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9).

실제 가열담배의 사용 실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2018년 기준 

36.7%로 2017년에 비해 1.4%p 감소해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반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

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 가열담배 현재 사용률은 2018년 4.5%(중앙값), 2019년 6.7%

(중앙값)로 나타나 같은 해 남성의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에 비하면 낮은 편이나, 감소하

는 일반담배 흡연율과는 달리 상반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 질병관

리본부, 2020). 청소년들의 사용실태도 가열담배 평생 경험률이 2018년 2.9%에서 

2019년 4.9%로 증가해 남학생이 4.4%에서 7.5%로, 여학생이 1.2%에서 2.2%로 모두 

증가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가열담배 회사들은 해당 제품이 기존 궐련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인구집단의 건강위험을 감소시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Cho, 2020).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열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거나 일반 담배의 금연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Fung, Diemert,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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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nnor, & Schwartz, 2020). 또한, 가열담배는 연령이 어릴수록 사용 경험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young adults)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다면 장기적으로 니코틴 중독 또는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Hwang, 

Ryu, & Park, 2019). 결국,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식이나 태도는 제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려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열담배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인식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Kim, Seo, Choi, 

& Lee, 2015). 관심도 측정은 사람들이 얼마나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생기면 구글(google), 네이버

(NAVER), 다음(Daum)과 같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검색어를 활용하는 것은 매

우 유용하다(김은이, 송민호, 김용준, 2015). 

실제로 인터넷 포털 검색어를 활용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구글이 독감 트렌드(Flu Trends)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독감 발병을 예측하기 시작하였

고(Cowling, Cook, Conrad, Fowlkes, & Mohebbi, 2011)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 뎅기

열과 같은 감염병(Priedhorsky, Rangarajan, Mody, & Marathe, 2019)은 물론 결핵, 

당뇨병(Frauenfeld, Nann, Sulyok, Feng, & Sulyok, 2020) 등 다양한 질병 환자 수를 

예측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구글 트렌드 뿐 아니라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활용해 자살 

예측(송태민, 2013), 주식 투자전략(Shin & Ra, 2015), 시장 분석(G. Lee & Youn, 

2018), 독감, 폐렴, 수족구 환자수 예측(우종필 등, 2018), 기업 마케팅 전략(이현진, 

이승우, 2018) 등이 연구 된 바 있으며, 건강(왕린, 이주경, 황지현, 2019), 체육(윤지운, 

2019), 환경(Y. Lee, Kim, & Moon, 2020)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측정

한 바 있다. 결국, 특정 시기에 특정 주제를 웹 검색했다는 것은 현재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하는지를 의미하므로 가열담배가 판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해당 제품을 검색했는지 살펴본다면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

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변화하는지 관찰할 때 사람들의 관심도는 

언론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검색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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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뉴스 보도 행태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 김은이 등(2015) 연구에 따르면 자살 관련 

기사가 증가할수록 포털사이트에서의 자살, 자살방법, 자살이유 검색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김은이 등, 2015), 최승주와 김종배(2017) 연구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시간당 포털 기사 수가 증가할수록 검색어 순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어(최

승주, 김종배, 2017) 사람들의 웹 검색 활동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어 트렌드 분석을 수행되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도가 온라인 뉴스 

보도량 및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온라인 뉴스 내용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검색어 트렌드 분석과 온라인 뉴스 내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가열담배 관련 규제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Ⅱ. 연구방법

1. 검색어 분석

본 연구는 가열담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네이버 데이터랩

(datalab.naver.com)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트렌드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검색어 트렌드

는 네이버 포털 이용자들이 특정 검색어를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를 지정된 기간 내의 

검색량을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김영아, 박윤희, 차수민, 이혜진, 2020). 한

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보였으

므로 네이버를 통한 검색어 분석은 국내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김대원, 김도경, 

이홍규, 김성철, 2015).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는 실제 검색 데이터 통계에 기반하여 검색어의 트래픽을 집계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별 혹은 연령별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단위의 검색어 결과 조회

가 가능하다(김영아 등, 2020). 해당 서비스는 설정된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버즈(윙윙거

리다는 뜻으로 인터넷 상의 화제성 반응을 통칭)를 10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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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를 상대적인 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며 일간, 주간, 월간 결과

는 엑셀(.xlsx)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구자는 네이버 트렌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주제어1를 ‘가열담배’로 입력하였다. 

가열담배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찐담배’, ‘찌는 담배’, ‘히팅 담배’ 등의 단어와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최유진, 2019) 본 연구도 역시 해당 검색어를 함께 검색하였는데 단어

별 추이는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열담배 검색어 트렌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열담배 이외에 회사별 제품명(아이코스, 글로, 릴)도 함께 검색하였다. 데이터 조회 

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직접 입력하고 검색 범위(모바일과 

PC), 성별(남성, 여성), 연령(~12, 13~18,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60, 60~)은 모두 전체를 선택하여 결과를 조회하였고, 이후 검색 

범위, 성별, 연령 조건별 검색 결과를 각각 다운로드하였다.

2. 온라인 뉴스 내용 분석

설정된 검색어 기간동안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가열담배 관련 뉴스를 수집하였다. 

국내 뉴스통신사로는 연합뉴스 외에도 다른 뉴스통신사가 있으나 연합뉴스의 기사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뉴스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소비된 뉴스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구에서는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박미정, 2019). 뉴스 

검색은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상세검색’ 옵션을 통해 기간을 설정한 후(2017. 1. 1. 

~ 2020. 6. 30.) ‘가열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찐담배’를 검색어로 하고 언론사는 ‘연합

뉴스’로 설정하였다. 중복을 제외한 총 533건의 온라인 뉴스가 수집되었고 이를 일자별

로 정리하였다. 기사와 포토뉴스의 주요 내용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코딩 

범주 초안을 작성하였다. Wackowski 등(2018)은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에 보도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총 237건의 기사와 55건의 오피니언을 내용분석을 통해 ‘정책’, 

‘건강영향’, ‘사용률’, ‘담배회사 활동’, ‘금연’, ‘기타’로 분류한 바 있다(Wackowski et al., 

2018). 다만, 해당 분류 기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에 해당되므로 

가열담배 내용 분석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가열담배를 주제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

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Jankowski et al., 2019; 

Ratajczak, Jankowski, Strus, & Feleszko, 2020). 이는 현재까지 가열담배 주제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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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고 가능한 코딩 범주가 없었기 때문

이다. 

먼저 보도 유형에 따라 뉴스 기사, 포토뉴스, 기타로 분류하였다.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된 경우 기사로 분류하였고 사진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포토뉴스로 분류하

였다. 기사와 포토뉴스 모두 해당되지 않은 카드뉴스, 영상, 그래픽, 표 등이 게시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내용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기타를 제외한 기사와 포토뉴스

의 내용은 정책(Policy/Regulation), 건강 이슈(Health related issue), 추세(Trend), 담배

회사 활동(Industry activity), 기타(Etc.)로 대분류 하였다. 각 대분류는 세부 내용에 따

라 정책은 포괄적 담배규제(Comprehensive regulation),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Health 

warning), 금연구역(Smoke free), 사재기(Panic buying), 세금(Tax), 판매(Sale)로 분류

되며, 건강이슈는 건강영향(Health effect)과 독성물질(Toxic constituent)로, 추세는 사

용량(Prevalence)과 판매량(Sale volume)으로, 담배회사 활동은 경영(Management), 마

케팅(Marketing), 신제품 출시(Launch), 판매점(Point-of-sale)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절차는 내용분석 연구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Wimmer & Dominick, 

2006). 연구자와 대학원생 1명이 초안 코딩 범주를 기반으로 1차례 사전 코딩을 진행한 

후 분류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상호 논의를 통해 최종 범주를 정립한 후 

제1 코더가 표본 전체를 코딩하고 제2 코더가 무작위로 선정된 160건(약 30%)을 코딩

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Krippendof’s alpha 값이 0.89로 나타나 

코더 간 신뢰도는 강함(Strong(McHugh, 20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더 간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는 연구자와 코더가 상호 논의 후 합의를 거쳐 재정리하였다. 

3. 상관관계 분석

가열담배의 네이버 검색어와 온라인 뉴스와의 동적 관계를 ARIMA(Auto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다. ARIMA 

모형은 회귀분석 방식의 시계열 모형으로서 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영

향과 불규칙 변동과 같은 자기상관 문제를 통제할 수 있어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Jankowski et al., 2019; 김은이 등, 2015). ARIMA 모형의 

분석 방법은 1) 자료의 안정성 판단을 위한 안정성 검정(stationary test), 2) 자기상관함



가열담배 관심도 분석: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와 온라인 뉴스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617

수 (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PACF)

를 활용해 모형 선정, 3)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또는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정보 기준으로 최종 모형 선별, 4) 선정된 모형 검정(residual 

test)을 통해 추정된 계수의 적정성 검정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었다(유현욱, 2017). 

Ⅲ. 연구 결과

1. 네이버 검색 추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네이버 포털을 통해 가열담배를 검색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검색 기간 동안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7년 6월(버즈 

100)이었으며 이어서 2017년 7월(버즈 21), 2017년 8월(버즈 19), 2018년 5월(버즈 

13), 2018년 6월(버즈 8), 2017년 9월(버즈 7) 순으로 나타났다. 

PC 검색량 보다는 모바일의 검색량이 우세하였고, 검색 기간 내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검색량을 유지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10대와 20대의 검색량이 다른 

연령대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검색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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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월별 네이버 검색어(가열담배) 트렌드 분석 결과

검색 기간 동안 가열담배 제품별 검색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검색 기간 내내 아이코

스 검색량이 글로와 릴 제품보다 우세하였다.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7년 

10월(버즈 100)에 아이코스였으며 글로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8년 6월(버즈 

6), 릴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7년 11월(버즈 11)로 각각 나타났다. 



가열담배 관심도 분석: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와 온라인 뉴스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619

그림 2. 월별 네이버 검색어(아이코스, 글로, 릴) 트렌드 분석 결과

2. 뉴스 검색 결과 분석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가열담배 관련 연합뉴스 온라인 뉴스는 

총 533건으로 나타났다(표 1). 이 가운데 기사가 321건(60.2%), 포토뉴스가 197건

(37.0%), 기타가 15건(2.8%)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이 총 231건(43.3%)으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17년 201건(37.7%), 2019년 81건(15.2%)이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20건(3.8%)의 뉴스가 발표되었다. 

보도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기사의 경우, 2017년 11월이 총 35건으로 집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가열담배 관련 뉴스가 보도된 월(月)이었다. 해당 월에는 KT&G의 릴 

출시 보도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어서 2018년 1월은 26건으로 가열담배 가격 

인상에 앞서 사재기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많았고, 2017년 12월은 21건으로 가

열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어서, 2018년 5월은 20

건으로 가열담배에 새롭게 부착되는 경고그림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2018년 10월은 

18건으로 KT&G의 릴 미니와 아이코스 신제품 판매에 관한 내용이었다. 2018년 6월에

는 총 17건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이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가열담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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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월
기사

(n=321)
포토뉴스
(n=197)

기타
(n=15)

합계
(n=533)

n % n % n % n %

2017 111 34.6 86 43.7 4 26.7 201 37.7
01 1 0.3 0 0.0 0 0.0 1 0.2
03 1 0.3 0 0.0 0 0.0 1 0.2
05 6 1.9 17 8.6 0 0.0 23 4.3
06 6 1.9 2 1.0 1 6.7 9 1.7
07 6 1.9 0 0.0 0 0.0 6 1.1
08 12 3.7 18 9.1 0 0.0 30 5.6
09 7 2.2 0 0.0 0 0.0 7 1.3
10 16 5.0 2 1.0 0 0.0 18 3.4
11 35 10.9 34 17.3 2 13.3 71 13.3
12 21 6.5 13 6.6 1 6.7 35 6.6

2018 134 41.7 92 46.7 5 33.3 231 43.3
01 26 8.1 9 4.6 0 0.0 35 6.6
02 8 2.5 0 0.0 0 0.0 8 1.5
03 9 2.8 0 0.0 1 6.7 10 1.9
04 3 0.9 0 0.0 0 0.0 3 0.6
05 20 6.2 6 3.0 1 6.7 27 5.1
06 17 5.3 43 21.8 2 13.3 62 11.6
07 5 1.6 0 0.0 0 0.0 5 0.9
08 6 1.9 0 0.0 0 0.0 6 1.1
09 5 1.6 0 0.0 0 0.0 5 0.9
10 18 5.6 23 11.7 0 0.0 41 7.7
11 10 3.1 8 4.1 0 0.0 18 3.4
12 7 2.2 3 1.5 1 6.7 11 2.1

2019 58 18.1 17 8.6 6 40.0 81 15.2
01 3 0.9 0 0.0 3 20.0 6 1.1
02 3 0.9 1 0.5 0 0.0 4 0.8

해성 평가 결과가 보도되었다.  

포토뉴스의 경우에는 2018년 6월에 43건 발표되어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17년 11

월 34건, 2018년 10월 23건, 2017년 8월 18건, 2017년 5월 17건, 2017년 12월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2017년 11월, 2017년 12월의 포토뉴스 내용은 기사 

내용과 동일하였고, 포토뉴스가 많았던 2017년 8월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가열담배 

담뱃세 인상안 처리 소식을, 2017년 5월은 아이코스 사전 판매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표 1. 월별/보도유형별 가열담배 연합뉴스 보도 건수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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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월
기사

(n=321)
포토뉴스
(n=197)

기타
(n=15)

합계
(n=533)

n % n % n % n %

03 4 1.2 0 0.0 0 0.0 4 0.8
04 1 0.3 0 0.0 0 0.0 1 0.2
05 7 2.2 0 0.0 1 6.7 8 1.5
06 7 2.2 4 2.0 0 0.0 11 2.1
07 3 0.9 0 0.0 0 0.0 3 0.6
08 6 1.9 1 0.5 0 0.0 7 1.3
09 10 3.1 5 2.5 1 6.7 16 3.0
10 10 3.1 0 0.0 1 6.7 11 2.1
11 1 0.3 6 3.0 0 0.0 7 1.3
12 3 0.9 0 0.0 0 0.0 3 0.6

2020 18 5.6 2 1.0 0 0.0 20 3.8
01 6 1.9 0 0.0 0 0.0 6 1.1
02 3 0.9 1 0.5 0 0.0 4 0.8
03 1 0.3 0 0.0 0 0.0 1 0.2
04 4 1.2 1 0.5 0 0.0 5 0.9
05 3 0.9 0 0.0 0 0.0 3 0.6
06 1 0.3 0 0.0 0 0.0 1 0.2

3. 온라인 뉴스 보도 내용 분석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가열담배 관련 뉴스의 주요 

이슈는 담배회사 활동이 전체의 37.1%(n=1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29.7%(n=154), 건강 이슈 11.6%(n=60), 추세 11.0%(n=57), 기타 10.6%(n=55) 순으

로 나타났다(표 2).

보도 유형에 따라서는 기사일 경우, 담배회사 활동이 96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94건(29.3%), 기타 52건(16.2%), 추세 44건(13.7%), 건강 이슈 35건

(10.9%) 순이었으며 포토뉴스일 경우에는 역시나 담배회사 활동이 96건(48.7%)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60건(30.5%), 건강 이슈 25건(12.7%), 추세 13건(6.6%), 기타 3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제일 경우에는 기사와 포토뉴스 모두 세금 관련 주제가 각 51건(15.9%), 42건

(21.3%)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슈는 사용에 따른 건강 영향보다 가열담배의 독성물질 

관련 내용이 많았으며(건강영향: 기사 12건, 포토뉴스 0건; 독성물질: 기사 23건, 포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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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사
(n=321)

포토뉴스
(n=197)

합계
(n=518)

n % n % n %

정책(Policy/regulation) 94 29.3 60 30.5 154 29.7

   포괄적 담배 규제(Comprehensive regulation) 6 1.9 0 0.0 6 1.2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Health warning) 20 6.2 6 3.0 26 5.0

   금연구역(Smoke-free) 4 1.2 0 0.0 4 0.8

   사재기(Panic buying) 8 2.5 12 6.1 20 3.9

   세금(Tax) 51 15.9 42 21.3 93 18.0

   판매(Sale) 5 1.6 0 0.0 5 1.0

건강 이슈(Health related issue) 35 10.9 25 12.7 60 11.6

   건강 영향(Health effect) 12 3.7 0 0.0 12 2.3

   독성 물질(Toxic constituent) 23 7.2 25 12.7 48 9.3

추세(Trend) 44 13.7 13 6.6 57 11.0

   사용량(Prevalence) 7 2.2 0 0.0 7 1.4

   판매량(Sale volume) 37 11.5 13 6.6 50 9.7

담배회사 활동(Industry activities) 96 29.9 96 48.7 192 37.1

   경영(Management) 17 5.3 0 0.0 17 3.3

   마케팅(Marketing) 26 8.1 22 11.2 48 9.3

   신제품 출시(Launch) 33 10.3 62 31.5 95 18.3

   판매점(Point-of-sales) 20 6.2 12 6.1 32 6.2

기타(Etc.) 52 16.2 3 1.5 55 10.6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 15 4.7 0 0.0 15 2.9

   기타(Etc.) 37 11.5 3 1.5 40 7.7

스 25건), 추세 주제 뉴스의 경우에는 판매량 내용이 사용률 내용 보다 많았다(판래량: 

기사 37건, 포토뉴스 13건; 사용률: 기사 7건, 포토뉴스 0건). 담배회사 활동의 경우 

기사와 포토뉴스 모두 신제품 출시 내용이 각 33건(10.3%), 62건(31.5%)으로 가장 많

았고 이어서 기사는 마케팅 활동(n=17), 판매점 정보(n=20), 경영활동(n=17) 순으로 

많았으며 포토뉴스는 마케팅 활동(n=22), 판매점 정보(n=12) 기사가 많았고 경영 활동

에 대한 포토뉴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타의 경우 가열담배 이외 JULL, 죠즈 등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타 담배 

제품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표 2. 내용별 기사와 포토뉴스 분류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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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 보도 시점과 검색어 빈도 시점 비교

네이버 검색어 빈도 추이와 온라인 뉴스 보도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검색어 빈도가 가장 높았던 2017년 6월은 언론 보도량이 16번째로 많았던 시기였다. 

반면, 언론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 11월은 상대적 검색 빈도가 11번째로 높았던 

시기로 나타났다. 

그림 3. 월별 네이버 트렌드 분석 결과와 온라인 뉴스 보도 건수

가열담배 온라인 뉴스 보도량이 가열담배 검색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추정 모형은 ARIMA (0,1,1)로 나타났다(표 3). Ljing-Box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0.5보다 

높은 0.540으로 나타나 추정 모형의 잔차가 백색잡음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해석

되어 추정 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RIMA (0,1,1) 모형은 46.2%의 설명력을 보이며 평균의 분산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동평균모형(MA)의 시차를 1만큼 조정한 최종 모형의 결과는 신뢰수준 95% 범위 내

에서 T-1 시점의 가열담배 온라인 신문 기사 보도량이 T 시점의 가열담배 검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49). 즉, 가열담배 언론 보도량이 많아질수록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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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검색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ARIMA 분석 결과
 

ARIMA (0,1,1), 
R2=.462

B SE t p
Ljung-box Q

F df p

상수항 -.070 .041 -1.682 .94

15.769 17 .540이동평균모형 (MA) .630 .059 10.664 .000

보도량 (시차 1) .051 .026 1.979 .049

Ⅳ.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시간의 변함에 따라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온라인 뉴스 보도량 및 내용

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검색어 트렌드 분석과 온라인 신문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

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한 사람들의 

가열담배 검색 활동은 2017년 6~8월과 2018년 5~6월에 가장 활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연합뉴스에 게재된 가열담배 관련 뉴스는 총 533건으로 기사 321건(60.2%), 포토

뉴스 197건(37.0%), 기타 15건(2.8%)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11월(n=71, 13.3%)에 

가장 많은 뉴스가 보도되었다. 기타를 제외한 기사와 포토뉴스는 담배회사 활동 내용

이 전체의 37.1%를 차지해 정책(29.7%), 건강영향(11.6%), 추세(11.0%) 내용보다 

많았다. 

네이버를 통한 가열담배 검색은 가장 먼저 국내 시판된 아이코스가 출시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5월부터 서서히 진행되다가 아이코스와 글로가 출시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8년 5월과 6월 다시 상승세를 보이다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상승 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제품 판매 초기에 쏠렸다가 판매 시작 1년 이후부터 하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 증가하는 가열담배 판매량에 비추어 볼 때(기획재정부, 2020), 제품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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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제 제품 사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판매 초기에 사람들의 포털 검색 활동이 증가하였을지 

모르나 다음으로 가열담배 검색 활동이 가장 많았던 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열담

배 속 유해물질 검출 결과가 발표되던 시기인 것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제품 자체만큼이

나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열담배 사용 의도가 금연에 

관심이 있거나 가열담배가 건강에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금연 보조제라고 생각하

는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전 연구 결과(Fung et al., 2020)와 본 연구에서

의 확인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같이 고려해본다면, 가열담배에의 관심을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흡연이 흡연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건강에까지 위험하다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흡

연을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흡연자들은 금연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 전체의 

흡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아직

까지 니코틴 중독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치료나 약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흡연자는 존재하고 있다. 흡연자 역시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습관, 사회생활, 니코틴 중독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흡연

을 유지하고 있지만(Jarvis, 2004), 일부 흡연자는 건강을 생각해 흡연의 위험을 낮춰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멘톨 담배, 캡슐 담배 

등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해당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

이다(Thrasher et al., 2016).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가열담배 사용자 역시 기존 담배보다

는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하고 가열담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담배 업계 역시 가열담배 사용이 일반 담배 사용 보다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Jenssen, Walley, & McGrath-Morrow, 2018). 제품 출시 시, 글로벌 가열담배 회사들

은 해당 제품의 기존 궐련 제품에 비해 유해물질이 90~95%로 감소했다고 광고하였고 

간접흡연의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개하였다(Bialous & Glantz, 2018). 하지만 

담배 업계가 가열담배의 냄새나 유해물질이 줄어들었다는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 업계의 

지원을 받고 진행한 연구 결과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Jankowski et al., 2019). 

가열담배 역시 기존 일반 담배가 포함하고 있는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이나 간접흡연 폐해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Jankowski et al., 2019). 특히나 궐련 사용으로 인한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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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내는데 까지 20~30년의 긴 세월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사용 기간이 길지 않은 

가열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열담배 단기 사용으로

도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건강 상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Chung et al., 2020) 가열담배의 건강 위해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열담배가 덜 위험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 및 장기 사용에 따른 건강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가열담배 관련 연구는 국내를 비롯하여 국외 여러 나라

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사용 실태, 사용 요인, 사용 행태 등에 관한 단면 연구로

서 종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Jankowski et al., 2019; Ratajczak et al., 

2020; Simonavicius, McNeill, Shahab, & Brose, 2019). 사람들의 관심사가 가열담배의 

유해물질 검출 결과인 것을 고려해 향후에는 검출된 유해물질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제 분야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요구되며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때 

수행되는 연구가 담배 업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가열담배 사용이나 사용 의도는 비흡연자보다는 현재 흡연자나 전자담배 사용자, 여

성보다는 남성, 저소득보다는 고소득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kowski 

et al., 2019; Ratajczak et al., 2020; Simonavicius et al., 2019).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가열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들의 검색어 활동이 성인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사용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궐련 담배 시작의 가장 큰 동기는 호기심이다(윤순녕 등, 2008). 가열담

배와 같은 새로운 제품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담배업계들은 다양한 가향 제품을 출시하거나(Cho & 

Thrasher, 2019)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

해서 제품을 노출시키고 있다(최유진, 201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열담배 사용 실태

가 타 국가에 비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Czoli, White, Reid, RJ, & Hammond, 2020) 

청소년들의 제품 사용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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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의 지속적인 노출은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Choi, Tan, Soneji, & Moran, 2020) 청소년들이 제품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선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가열담배를 

비롯한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배 광고 및 홍보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청소년 대상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겠다. 

여성들의 검색 활동이 남성보다 우세하다는 결과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금연구

역 확대,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전체의 흡연율은 하락하였지만, 흡연 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남성은 

감소 추세이나 여성은 오히려 상승 추세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청소년

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흡연율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아직까지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

적 낙인이 존재해 여성 흡연자는 흡연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여성의 흡연

은 알려진 사실보다 더 높을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 할 수 있다(박아현, 최지혜,  

김혜경, 2020). 특히나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 나는 가열담배 사용자라면 사용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열담배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가열담배 사용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의 흡연은 조기 폐경,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 건강에는 물론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모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아현, 최지혜, 

김혜경, 2020).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 등 감정과 연관된 

흡연 경향이 강하며 니코틴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더 높고 금단증

상도 심해 금연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해나 등, 2019).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계속해서 여성 흡연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으로 가열담배 사용을 줄이거나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박아현, 최지혜, 김혜경, 2020; 

김해나 등, 2019).

가열담배 관련 언론보도는 사람들의 검색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가열담배에 대한 정책 변화나 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 보다는 담배회사들의 신제품 출시, 판매점 정보, 제품 마케팅 내용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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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나 담배규제 정책 

옹호 세력보다 담배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온라인 뉴스 매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문제는 담배회사 활동에 포함되는 기사의 내용이 신제품에 대한 출시일, 가격, 제품 

특징, 판매장소 등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뉴스는 변형된 담배 광고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담배광고는 제품 구매를 유도 

또는 촉진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이미지를 활용해 설명 또는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되는데(양유선 등, 2016) 온라인 뉴스 보도 내용이 이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

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담배 제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는 담배 판매점 내 

광고물 전시, 품종군별 연간 10회 이내 잡지 광고, 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을 제외한 

후원 활동,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내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국민건강증진법, 2020; 담배사업법, 2020). 결국, 

담배업계 활동에 대한 감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위법적인 

담배 광고 및 홍보 활동이 지속될 것이다. 실제 언론에서의 관련 기사의 증대가 사람들

의 검색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담배광고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해당 연구가 국내 가열담배가 출시된 이래로 최초로 네이버 검색어 분석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온라인 뉴스 보도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가열담배 관련 뉴스 보도 추세를 살펴봤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검색어 분석이 해당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검색어를 통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는 확인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검색 당시의 온라인 뉴스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연구는 가정

하고 있지만 온라인 뉴스와는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였을 수 있다. 실제 사람들은 정보, 오락, 사회적 관계, 시간 보내기 등의 동기로 인터넷

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도 가열담배를 검색하였을 

수 있다(황장선, 김은혜, 조정식, 2006). 연구 결과 역시 가열담배 단어 보다는 각 제품

명을 검색하는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는 포털 사이트 검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이 밝혀 내는 연구와 나아가 연관 검색어 분석, 검색 후 

활동 분석까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가열담배 검색 후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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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언론에 가열담배 관련 뉴스가 보도되더라도 해당 뉴스의 

도달율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어 보도된 내용이 실제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는

지 그리고 보도 내용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뉴스 노출률과 도달률을 함께 고려하여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

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 변화에 언론이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사람들의 인터넷 포털 검색 활동을 가열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로 본 연구는 

정의하고 있어 최근 줄어든 검색 활동으로 제품에 대한 관심도 하락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제품 판매 초기에 정보 수집을 위해 검색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의 정보 수집이 불필요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보다 객관적이

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관심도 이외 선호도, 이용

의도 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는 구글, 다음 이외에 네이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과 연합뉴스 보도 내용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 

시, 기사 내용의 분류 이외에 기사 내용에 대한 논조(긍정, 부정, 중립)의 차이는 분석하

지 않았다. 언론 보도 내용과 논조의 분석은 해당 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을 

보여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론 내용은 해당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력

이 크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확장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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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n the Level of Interest 
in  Heated  Tobacco  Products  in  South  Korea:
Using Data of Naver Search Trend and Online News Media 

Coverage

Hwang, Ji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blic recognizes that HTPs are less harmful than conventional cigarettes and

possibly less addictive. For these reasons, the number of HTPs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d people's interest in HTPs over time and analyzed

whether their interests were related to online news reports. From January 1, 2017 

to June 30, 2020, the HTP search volume through Naver was extracted using the 

Naver Trend homepage, and the change in the search volume over time was 

examined. In addition, Yonhap News reports on HTPs during the same period were

classified into report type (article, photo news, etc.) and content (policy, 

health-related issues, tobacco company activity, trend, etc.). From January 1, 2017

to June 30, 2020, HTP search activity through the Naver portal site was most active

in June 2017. During the same period, there were a total of 533 HTPs-related online

news pieces published by Yonhap News, with 321 articles (60.2%), 197 photos 

(37.0%), and 15 etc. (2.8%). Article and photographic news, excluding etc., 

accounted for 37.1% of tobacco company activities and comprised news about 

policies (29.7%), health-related issues (11.6%), and trends (11.0%). Thu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creasing use of HTPs that have not yet been validated 

as safe by preparing a plan that shares the health risks of HTP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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