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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 capsule cigarettes are variants of flavored cigarettes. Recently, there has been a surge in sales volume among young
people,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tobacco regulation. To support the policy of smoking cessation, we
have analyzed the capsule ingredients found in flavor capsule cigarettes. As of September 2016, there were 29 capsule
cigarettes sold in Korea, and each cigarette contained one capsule of 33 different capsules. Using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we have perform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apsules’ ingredients. A total of 128
ingredients from 33 capsules were detected, and there were 15 common ingredients detected in all the capsules. Most of
these identified ingredients were flavorings used as cosmetic and food additives. This study provides preliminary data for
the regulation of flavorings in tobacco products.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필터에 멘톨 등의 향 성분을
포함한 캡슐을 가지고 있어,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캡슐을 터뜨려

자료 제공을 위하여 담배 내 캡슐에 사용되고 있는 가향성분의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향을 맛볼 수 있는 담배이다[1]. 우리나라에서는 멘톨(박하)향, 과일

2016년 9월 현재 국내에서 총 29종의 캡슐담배가 판매되고 있

향, 커피향 등 다양한 캡슐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에

으며, 캡슐의 종류는 33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캡슐담배 한 개

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캡슐담배는 국가 금

비에는 캡슐 한 개가 들어 있었으며, 캡슐 한 개의 평균무게는 17.7

연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3.8 mg 이었다. 캡슐 내 성분분석을 위하여 담배 필터 내에 위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 계획 마련을 발표한 바

치한 캡슐만 분리하였고, 휘발성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

있으며[2],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가향물질 규제 정책에 필요한 기초

하여 용매로 사용한 메탄올에 캡슐을 넣고 터뜨렸으며,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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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인 성분들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로 직

스테르 (Methyl octanoate)는 12∼287 mg/kg, 메틸데카노익산에스

접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정성분석은 SCAN 모드에서 Total Ion

테르 (Methyl decanoate)은 10∼338 mg/kg이 검출되었다.

Chromatogram(TIC)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프로그램에 탑재된
Agilent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모든 캡슐에서 확인된 15종 성분 이외에도 각 캡슐에서 검출된
성분들은 대부분 천연 향 성분이며, 에탄올 (Ethanol), 에틸아세테이

캡슐 성분에 대한 정성분석을 수행한 후, 표준물질을 구입하여

드 (Ethyl Acetate) 등 추출 용매로 사용하여 잔류하는 성분이 일부

최종 정성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성분에 대한 정도관리를 다음

검출되었다. 비록 가향 성분일지라도 인체에 고농도로 노출할 경우

과 같이 실시하였다. 농도범위 0.1∼100 mg/kg에서 7개의 농도에

에는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과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으나, 본 연구 결

대해 검정곡선을 작성한 결과 직선성이 모두 0.98 이상의 값을 보

과만으로는 담배 내 캡슐에 들어있는 함량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체

였다. 검출한계는 1∼262 mg/kg, 정량한계는 2∼835 mg/kg의 값

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을 보였으며, 정확도는 76∼117 % 이내, 정밀도는 15 % 이내의 값을
보여주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이들 가향 성분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향기와 맛으

캡슐 33종에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128개 성

로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신규

분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그 중에서 모든 캡슐에 들어 있는 성분은

흡연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3]. 담배 자체에는 40여 가지

15개 성분이었다. 정량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mg/kg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건강을 위해

단위로 표현하였으며, 가장 많은 함량을 보이며 모든 캡슐에서 검출

서는 금연이 가장 효과적이며, 캡슐담배로 대표되는 가향 성분이 흡

된 박하맛의 멘톨 (Menthol)은 58000∼272000 mg/kg이었고, 이를

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실

캡슐 하나의 평균무게가 17.7 mg 인 것을 고려할 경우 캡슐 당 멘톨

정이다.

함량은 1.0∼4.8 mg으로 확인하였다.
공통으로 존재하는 나머지 14개의 성분명 및 캡슐 내 함
량은 다음과 같다. 물과 반응하여 멘톨을 생성하는 이소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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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담배 내 캡슐에 포함된 가향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되었다. 식품 화장품 첨가제이며 고급지방산 에스테르인 트라이옥

실시된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인 「국내 유통 담배의 형태 및

탄산글리세롤 (Glycerol tricaprylate, Glyceryl trioctanoate)은 5800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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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0 mg/kg, 트라이데카노익산글리세롤 (Glycerol tricaprate,
Glycerol tridecanoate)은 1800∼29900 mg/kg, 1,3-디옥탄산글리
세롤 (1,3-Dioctanoylglycerol)은 351∼10600 mg/kg, 메틸옥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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