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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남성흡연율이 79% 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44.1% (2006)까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나, 아직 선진국 남성흡연율 20% 에 비하여 높아, 흡연율감소를 

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는 새로운 흡연유입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지속 으로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다. 한 최 흡연연령도 차 빨라지고 있

어, 청소년  여성의 흡연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논리  근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 인 흡

연 방  연정책의 틀을 수립제시하 음.  담배규제  연환경조성의 종합계

획은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 이라는 비젼 하에 청소년, 성인남성과 간

흡연노출자감소 등 5개의 목표를 정하 음.  

  이러한 목표 달성과제로서 법제도의 강화, 서비스의 지원, 연정책의 국내체계

구축, 국제 력체계구축의 4가지 축을 심으로  다음의 7가지 과제를 채택하 음. 

 1. 연구역화 를 통한 간 흡연없는 환경 조성 

 2. 담배포장라벨  담배 고 제한 등 규제 강화

 3. 담배가격인상, 면세 담배 지 등 가격정책의 강화

 4. 다양한 연교육 홍보 로그램제공

 5. 흡연자를 한 연지원 로그램의 확

 6. 연구통계모니터링 등 연정책 지원

 7. 국제 력체계 강화

  추진 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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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  심각한 흡연의 폐해

  흡연이 방가능한 질환  조기사망의 가장 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 재 흡연을 하고 있는 17세 이하의 청소년 1천 6백만

명  이들이 연을 하지 않는다면 약 5백 3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조기사망 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CDC, 1996), 그 이후 청소년의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여 2000

년의 경우 흡연자가 약 2천만명으로 추산되었고 그  약 6백 4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조기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Hahn 등, 2002). 한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

수록 수명 단축 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

되는 반면에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8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elding 등, 1998).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과 련된 질병으로 인한 체 사망  흡연의 인구 집단 

기여 험도가 남자의 경우 60.9%, 여자의 경우 17.7%이며(윤석  등, 2001),  다

른 연구에 의하면 1999년의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부담이 남자의 경우 57.7%, 

여자의 경우 11.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은 남자의 경우 

1990년의 인구 10만명당 1,643 인년에서 1999년에 1,888인년으로, 여자의 경우 

1990년의 151 인년에서 1999년의 225 인년으로 증가하 다(Ha 등, 200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의 질병부담은 인구 십만명당 남자의 경우 장애보

정생존년수(DALY) 기 으로 1930.1 인년, 건강생존연수(HealY) 기 으로 1681.3 인

년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장애보정년수 기 으로 313.6 인년, 건강생존년수 기 으

로 313.6 인년이었다(Lee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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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1999-2003년 사이에 사망한 사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비흡

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각종 암으로 사망할 험성은 폐암  기 지암의 경우 남

자가 23.3배, 여자가 12.7배, 후두암은 남자가 14.6배, 여자가 13.0배, 구강암의 경우 

남자가 10.9배, 여자가 5.1배이었으며 식도암은 남자가 6.8배, 여자가 7.8배, 방 암

의 경우 남자가 3.3배, 여자가 2.2배 더 높았다. 심 계 질환의 경우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 비해 허 성 심질환으로 사망할 험성은 65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1.5배, 

여자가 1.6배, 35-64세에서는 남자가 2.8배, 여자가 3.1배 더 높았으며, 뇌졸 에 의

한 사망은 65세 이상에서 남자가 1.6배, 여자가 1.5배, 35-64세에서는 남자가 3.3배, 

여자가 4.0배 더 높았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기 지염 혹은 페기종의 경

우1) 남자가 17.1배, 여자가 12.0배이고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2)으로 인한 사망은 남

자가 10.6배, 여자가 13.1배 다(Husten과 Thorn, 2008).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서 흡연에 의한 기여도는 암의 경우 기 지  폐암

이 남자가 87.9%, 여자가 70.9%, 후두암의 경우 남자가 82.8%, 여자가 73.0%, 식도

암은 남자가 72.3%, 여자가 56.9%, 방 암은 46.9%, 여자가 27.4% 다. 심 계질

환에서 허 성 심질환은 남자가 20.8%(35-64세군은 39%, 65세 이상군은 14%), 여

자가 12.5%(35-64세군은 34%, 65세 이상군은 10%), 뇌졸 은 남자가 13.3%(35-64세

군은 37%, 65세 이상군은 8%), 여자가 8.7%(35-64세군은 42%, 65세 이상군은 5%)

이었다. 호흡기질환의 경우 기 지염 혹은 폐기종은 남자가 90.8%, 여자가 80.5%

으며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은 남자가 81.3%, 여자가 74.3%이었다(CDC, 2005; 

Husten과 Thor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총 사회경제  비용은 2조 8천억원에서 3조 9천

억원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한  등, 2001).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98년 기 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비용 손실은 질병특수 근방법을 사

용하 을 때 미화로 22억 6천 9백 42만 달러(인구 10만명당 489만 달러, GDP의 

0.59%)에서 29억 5천 6백 75만 달러(인구 10만명당 637만 달러, GDP의 0.778%)에 

1) 만성기 지염이나 폐기종  1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2) 만성기 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천식 등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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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모든 원인에 의한 근방법을 이용하 을 때는 

31억 5천 4백 75만 달러에서 45억 8천 25만 달러로 추정되었다(Kang 등, 2003). 

  미국의 경우 1995-1999년 사이에 연간 약 44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로 인한 연간 직 인 의료비 손실이 750억 달러, 간

인 생산성 손실이 8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흡연자 1인당 연

간 경제  손실이 3,391달러 혹은 담배 한갑당 7.18달러에 해당하는 것이다(CDC, 

2002). 

제2  흡연정책의 황  문제  

  1. 우리나라 흡연율의 변화 

  우리나라는 남성흡연율이 79% 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44.1% (2006)까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체 사망의 30.7%(정 호, 2003)인 흡

연의 유행 3단계와 4단계 간인 흡연감소기에 있다.  그러나, 흡연율이 감소할지

라도, 과거 흡연의 여 는 지속되어 흡연에 의한 사망은 체사망의 35%까지 증가

할 망이다.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남성이 흡연 감소기에 어

든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흡연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5%미만의 흡연율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망  

흡연에 기인한 사망이 5.7%로 추정되는데(정 호, 2003),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할 

경우, 여성 사망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20~25%로 증가될 수 있다.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한 흡연율감소에서 새로운 흡연 유입인구의 억제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우

리나 청소년의 흡연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등학생의 흡연율 

보다 학생의 흡연율의 증가폭이 더 크다.  이는 향 후 성인 남성흡연율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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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망이며, 여성성인흡연율의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흡연율이 1992년 2.4%에서 2006년 13.0%로 고등학

생은 2.4%에서 13.0%로 증가하 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 3.2%에서 9.3%로 

증가하여, 청소년 흡연이 진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첫 흡연경

험3) 시기가 1998년의 경우 15.5세에서 2006년에는 12.4세로 낮아지는 경향4)을 보

여, 차 흡연 시작연령이 학년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한  여자 고등학

생의 흡연율은 2005년 13.5%, 2006년 13.6%로 여성성인의 흡연율인 5.8%와 2.3% 

보다 높아, 향 후 여성 흡연율의 증가가능성을 측할 수 있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992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 으나, 2006년 흡연율이 23.8%로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4.1%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표1-1>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흡연율 추이

1991 1995 199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고 32.2 26.1 35.3 24.8 23.6 22.1 15.9 22.4 23.8

남 3.2 3.8 3.9 6.0 3.5 2.8 2.4 9.6 9.3

여고 2.4 4.7 8.1 7.5 7.3 6.8 7.5 13.5 13.0

여 2.8 1.4 2.6 3.2 2.0 0.9 1.7 6.3 5.9

자료: 1. 한국 연운동 의회, 1991~2004; 2. 질병 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05, 

2006. 

주: 2005년 남고와 여고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의 조사결과임.

  

3) 담배를 처음으로 한두모 이라도 피워 본 나이

4) 조사 상 청소년 연령: 1998년의 경우 10-19세, 2006년은 12-18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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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흡연정책의 성과와 한계 

  흡연율의 하를 하여는 담배에의 근도를 낮추고, 흡연을 하기 어려운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의 인상, 담배포장지 등에 담배의 

해성을 알리는 경고의 확 , 연구역의 확 , 불법 인 담배거래의 근  등 법

제도의 강화, 연교육⋅홍보를 통한 연의 사회 분 기 조성, 흡연자에 한 

연상담 치료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다. 

가. 산 

  국민건강증진기 에서 지원된 흡연 방  연사업 산은 2000년 1,385백만원, 

2003년 7,814백만원, 2005년 23,126백만원, 2006년 31,502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연

정책에 산은 지속 으로 증가되었다.  

〈표1-2〉 건강증진사업비 예산의 분포
        (단 : 백만, %)

주요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강증진기 총액 19,814 19,900 585,742 736,227 718,208 1,423,542 1,907,628

연사업지출액 1,385 3,345 7,814 6,703 7,541 23,126 31,502

연사업/기 총액 7.0 16.8 1.3 0.9 1.0 1.6 1.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  운용계획 해당년도

나. 가격정책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제한으로 시작되었으나, 본격 인 연정

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연구역 설정 등 흡연규제가 본격 으

로 실시되었다. 주요정책으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 인상  군면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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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 추진되었다. 1994년 이후 담뱃값이 지속 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2002년 

160원, 2004년 500원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 다. 세 에 의한 담배

가격의 인상추이는 다음과 같다.   

       ① 1994년 120원 (100원총 인상+공익부담 신설20원) 

       ② 1996년 1월 4원 (폐기물부담 신설)  

       ③ 1996년 7월 184원 (교육세신설)  

       ④ 1997년 2원 (건강증진기 신설) 

       ⑤ 1999년 매가의 10% (부가가치세신설) 

       ⑥ 2001년 121원 (담배소비세) 

       ⑦ 2002년 160원(건강증진기  150원, 엽연생산지원기 신설 10원)

       ⑧ 2004년 500원 (건강증진기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

          원, 엽연 생산지원기  15원, 폐기물부담 7원)

 이러한 담배가격인상 결과 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 은 아래와 같다. 

        ① 부가가치세 (최종 공 값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② 담배소비세 641원(지방세법 제229조) 

        ③ 지방교육세 321원 (지방세법 제260조의 3) 

        ④ 국민건강증진부담  354원(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⑤ 환경폐기물부담  7원(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0조) 

        ⑥ 엽연 생산안정화기  15원(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한 군경외교  등에 한 특수용 담배, 항공기 등에서 매하는 담배 등을 특

수용 담배로 분류하고 이들에 하여는 면세, 감세의 혜택을 부여하 는데, 이  

군면세 담배를 2005년부터 단계 으로 축소해 나갔고, 2009년부터는 군면세담배 

지 이 폐지되었다.

다. 비가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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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경고표시 강화, 연구역 확  등 비가격정책 병행 추진되었는데, 1986년부

터 담배포장훼손 상태 매 지, 담배포장지에 경고 문구표기 등을 실시하 고(담

배 매법). 1989년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를 구체 으로 지정하 으며, 1995년 국

민건강증진법에서 경고문구 내용  표기장소, 크기를 지정하 다. 한 담뱃갑 포

장지에 담배성분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2002년, 담배사업법)토록 하 고, 

2008년부터 6종의 담배 발암물질표기를 도입하 다.  

  담배 제품의 직  고는 지되어 있으며, 여성․청소년 상이 아닌 잡지 고

와 행사 후원, 담배 매  등에서 부분 으로 허용하고 있다. 연구역은 1995년 

공 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 연구역/흡연구역 구분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 으

로 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공 시설이 확 되었으며, 실내에서 

완 연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시설이 추가되어, 연구역에 한 법을 진

으로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청소년, 지역주민, 직장인, 군․경 등 상별 흡연 방  연교육과  

연홍보 캠페인을 극 실시하여 연홍보 인지도를 제고하 으며,  흡연자에 

한 연실천을 돕기 해 2005년부터 국 251개 보건소에 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운 하고, 2006년부터 연상담 화(Quitline)를 설치하여 흡연자의 연실천을 지

원하 다. 재 보건소 연클리닉은 국 25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라. 한 계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의 연제도에 한 이해도가 낮고, 법의 실천도가 낮아. 

연제도에 한 일반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해 정확한 정책에 한 정보 달

을 하고, 법의 수강화를 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 연구역에

서의 흡연자 단속, 불법담배 방지 등에 한 계부처 조가 미흡하므로, 세

청․경찰청 등과의 유기 인 조체계 구축을 통한 법 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

하다.  

  한 연교육⋅홍보캠페인은 체계 이고 통합 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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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담당자의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흡연율 증가가 

상되는 여성․청소년, 소득층에 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보건소 심

의 연상담 치료 서비스를 병․의원, 산업장, 학교 심으로 확 하여야 한다. 

  3. 세계담배규제조약(FCTC) 

  WHO담배규제기본 약(FCTC)은 2003년 제 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

한 가운데 담배규제기본 약이 통과되었다(2003.5.21) 2005년 11월 30일 40번째 국

가가 비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말 국제법으로서 발효된 이 후, 

2008년 11월 재  WHO 193개 회원국  168개국이 서명하 고, 161개국이 비

하 고, 비 국이 증가됨에 따라 세계 으로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비 하 으며(66번째 비 국), 재 WHO담배규제

기본 약 분담  부담 10 국이다.(2008~2009년도분  $246,332).

  WHO담배규제기본 약(FCTC)은 흡연 감소를 한 최 의 국제보건 약으로서 

“ 범 한 담배사용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이기 하여 국내․국제  차원에

서 당사국이 담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세 와 미래 세 를 보호하는 데” 목 이 있으며, 약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배업계로부터 연정책의 보호 (제 5.3조)

- 가격  조세조치를 통한 담배가격 인상  면세담배 폐지(제6조)

- 연구역 지정(제8조)

- 담배제품의 성분 공개(제9조와 10조)

- 3년 기간내에 담배제품의 포장  라벨 규제(제11조)

- 교육․의사소통․훈련  일반인의 인식 제고(제12조)

- 5년의 기간 내에 담배 고․   후원의 규제(제13조)

- 담배 독 치료  연 지원(제14조)

 - 미성년자의 담배 매  구매 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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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업계의 체활동 지원(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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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담배규제  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제1  추진 틀

[그림2-1] 담배규제  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추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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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규제  연환경조성의 종합계획은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 이라

는 비젼하에 청소년, 성인남성과 간 흡연노출자감소 등 5개의 목표를 정하 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제로서 다음의 7가지 과제를 채택하 다. 

   법제도의 강화

 1. 연구역화 를 통한 간 흡연없는 환경 조성 

 2. 담배포장라벨  담배 고 제한 등 규제 강화

 3. 담배가격인상, 면세 담배 지 등 가격정책의 강화

   서비스지원

 4. 다양한 연교육 홍보 로그램제공

 5. 흡연자를 한 연지원 로그램의 확

   연정책지원 체계구축

 6. 연구통계모니터링 등 연정책 지원

   국제 력체계구축

 7. 국제 력체계 강화

제2  목표 

  1. 청소년흡연율 목표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록 자료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2000년 이후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최근에 청소년 흡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강력한 청소년 흡연감소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 의 남학생 흡연율에서 7년간 50% 가까이 흡연율을 떨어

뜨린 캐나다의 를 모델삼아 우리나라도 비슷한 목표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단,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 담배에 한 각종 규제정책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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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시행이 된 국가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포  정책이 병행이 될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한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상된다.

  여학생의 경우 이미 여성 흡연율이 남성 흡연율에 인 하거나 상회하면서 거의 

정 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상되므로 재 흡연율의 최 한 억제에 을 둘 필요가 있다.  

 

국가
남자(16세) 여자(16세)

1991 1995 1999 2003 2006 1991 1995 1999 2003 2006

한국1 14.3 15.2 24.7 21.4 18.1 1.3 3.8 10.5 6.8 6.3

한국2 - - - - 19.9 - - - - 12.8

스웨덴3 - 28 29 20 - - 33 32 26 -

노르웨이3 - 33 36 24 - - 39 44 32 -

국3 - 32 31 25 - - 40 37 34 -

랑스3 - - 41 31 - - - 47 36 -

핀란드3 - 36 44 35 - - 39 43 41 -

호주4 25(‘90) 27(‘96) 27 20(‘02) - 28(‘90) 31(‘96) 28 24(‘02) -

미국5 27.6 35.4 34.7 21.8
22.9

(‘05)
27.3 34.3 34.9 21.9

23.0

(‘05)

캐나다6 - - 20 13 10.8 - - 26 17 11.0

일본7 -
24.7

(‘96)

24.3

(‘00)

11.3

(‘04)
- -

 9.2

(‘96)

10.9

(‘00)

6.5

(‘04)
-

주: 1. 흡연율정의: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재흡연자의 정의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을 한 경우임

자료: 1: 한국 연운동 의회 조사자료, 고등학교 1학년, 재흡연은 가끔 혹은 매일흡연

2: 질병 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고등학교 1학년 자료

3: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16세 자료 

4: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재흡연의 정의: 최근 1

주일간 흡연, 16세 자료  

5: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학년 자료 

6: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15-17세자료, 재흡연은 매일 혹은 가끔흡연 

7:未成年 の喫煙および飲酒行動に関する全国調査(http://www.health-net.or.jp/tobacco/ 

product/ pd110000.html), 고등학교 1학년 자료 

<표 2-1> 우리나라와 외국 청소년 흡연율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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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학교 남학생의 경우 2020년까지  수 의 50% 정도를 감소하고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30% 정도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각 5%, 15%로 

설정하 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수 에서 최 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교 여학생의 경우 4%,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10%를 목표로 설정하 다.  흡연

시도 연령은 그 이 의 자료가 없어서 추이를 보기 어려우나 2005년의 조사 결과

를 기 으로 매 5년마다 1세 상향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 다. 

  2. 성인흡연율목표

  우리나라 남자 성인 흡연율은 최근 50% 후의 수 까지 떨어졌고 사회경제  

수   건강 의식 수 의 향상으로 인해 향후 지속 으로 감소할 것으로 상되

며, 특히 강력하고 포 인 연정책이 동반될 때 감소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기 된다.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최근 남성 성인 

흡연율이 20% 후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로 하여 향후 2020년의 목표치를 20%로 

설정하 다.

  여성 흡연율의 경우 선진국 각국의 수 을 감안하여  수 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 다. 이 경우 여성흡연에 한 태도가 개방됨에 따라 지 까지 

조사과정에서 숨겨져 왔던 사례들이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여성 흡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시도율의 경우  수 에서 연간 10% 포인

트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

  3. 간 흡연 노출율

  간 흡연 노출율 역시 최근 조사를 시작한 지표로서 변화 추이를 알 수 없으나, 

강력한 규제정책과 홍보를 통해 2020년까지 부분의 경우에서 간 흡연 폭로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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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5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자

한국
1
 75.1 - - 69.9 60.5 56.7 57.8 50.3 45.9

한국2 68.9 67.7 69.4 65.4 - - - 56.1 -

한국3 73.2 73.0 - - - 56.3 - - 52.2

미국
4

28.6 27.0 26.4 25.2 25.2 24.1 23.4 23.9 23.9

호주5 32.6(‘93) 29.6 27.8 25.6 - - 22.5 - -

캐나다6 32.0(‘91) 32.9 29.1 23.9 23 23 22 22 20.3

핀랜드
7

33 29 30 29 27.5 25.7 27.1 26.0 24.4

랑스7 38(‘91) 35(‘96) - 33(‘01) 30.6 30 - - -

노르웨이7 36.9 33.7 33.5 29.5 28.8 27.2 27.2 26 24

스웨덴
7

25.2 22 17 17.9 16.3 16.7 15.0 13.9 -

국7 29 29 28 28 27 28 26 - -

일본8 50.1 52.7 50.8 45.9 43.3 46.8 43.3 39.3 -

여

자

한국
1
 5.1 - - 3.1 6.0 3.5 4.0 3.1 2.8

한국2 3.4 5.2 5.2 4.0 - - - 5.7 -

한국3 6.1 6.0 3.8 3.9

미국
4

24.6 22.6 22.0 20.7 20.0 19.2 18.5 18.1 18.0

호주5 25.8(‘93) 24.8 22.3 20.8 18.8

캐나다6 29.7(‘91) 28.3 26.3 19.6 20 18 17 16 17.0

핀랜드
7

20 20 20 20 19.9 19.3 19.5 18.2 18.9

랑스7 20(‘91) 21(‘96) - 21(‘01) 21.5 21.2 - - -

노르웨이7 33.3 32.1 32.3 29.7 29.4 25.3 24.8 24.0 24.0

스웨덴
7

26.6 23.6 21.1 19.9 19.3 18.3 17.5 18.0 -

국7 28 26 26 26 25 24 23 - -

일본8 9.0 10.6 10.9 9.9 10.2 11.3 12.0 11.3 -

주: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매일 혹은 가끔 흡연을 하는 경우임 

자료 1: 한국 연운동 의회의 성인흡연실태조사 (각년도) (20세 이상) 

     2: 국민건강 양조사 (19세 이상)

     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세 이상)

     4. MMWR 2007;56(44):1157-1161, MMWR 2006;55(42):1145-1148, MMWR 2005;54(44): 

1121-1124, MMWR 2004;54(20):609-513, MMWR 2004;53(20): 427-431, MMWR 

2003;52(40):953-956, MMWR 2000;49(39):881-994, MMWR 1997;46(51):1217-1220, 

MMWR 1994;43(19):342-346 (18세 이상)

     5: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on drug use in Australia 2004. 

2005 (14세 이상)

     6: Report on smoking in Canada 1985-2001,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CTUMS)(15세이상) (http://www.hc-sc.gc.ca/hl-vs/tobac-tabac/research-recherche/stat/)

     7. European health for all database (15세 이상, 매일흡연자의 비율임)  

     8:厚生労働省「国民栄養の現状」（国民栄養調査結果）(http://www.health-net.or.jp/ 

tobacco/product/pd100000.html) (20세 이상) 

<표 2-2>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흡연율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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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금연중장기정책 목표

목 표 2005 2010 2015 2020

청소년 흡연율 감소1 

․ 학교 남학생 9.6 9.0 7.0 5.0

․ 학교 여학생 6.3 6.0 5.0 4.0

․고등학교 남학생 22.4 20.0 20.0 15.0

․고등학교 여학생 13.5 13.0 12.0 10.0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 하향억제1 

․남학생( 1~고2, 세)
12.0

( 1～고2)
12 13 14

․여학생( 1~고2, 세)
12.3

( 1～고2)
12 13 14

성인 흡연율 감소2

 ⋅성인 남자 52.3 30.0 25.0 20.0

 ⋅성인 여자 5.8 5.8 5.8 5.8 

성인흡연자의 연 시도율 증가2

 ⋅성인 남자 59.3 70.0 80.0 90.0

 ⋅성인 여자 56.7 70.0 80.0 90.0

간 흡연 노출자비율의 감소2

 ⋅청소년: 가정실내 31.2 5.0 3.0 1.0

 ⋅성인: 사업장 52.3 20.0 10.0 5.0

※ 자료: 1. 질병 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 양조사



제3장 주요 추진과제

제1  연구역 확 를 통한 간 흡연 없는 환경 조성

  1. 황 

 가. 국내법제도 황

  간 흡연의 방지를 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최 로 흡연구

역과 연구역의 분리 하여, 공공시설에서는 흡연구역과 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는 환기시설․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 다. 간 흡연 방지정책은 1999

년, 2003년, 2006년의 법의 제개정을 반복하면서 차 으로 강화되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정되면서, 이 법에서 흡연구역과 연구역의 분리 

하여, 공공시설에서는 흡연구역과 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담

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규정하 다.5)  한 공 이용시설에 한 연과 흡연구역의 

구분의무 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제도를 두었다(법34조). 

흡연과 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공 시설로 형건축물, 공연장, 형학원, 

형상 · 규모소매 ·도매센터  지하도에 있는 상 가, 숙박업소, 혼인 식

5) [1995.9.11]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연을 한 조치) ④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 이 이용하

는 시설의 소유자, 유자 는 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연

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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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천명이상의 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 , 사회복지시설,  

교통 련시설의 합실  지하보도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 등 총 10여 시설을 

공 시설로 규정하고, 해당 공 시설에서는 반드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하 다.  반드시 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장소로 승강장, 지하도 상품 매장등을 지정하 다.  한 흡연구역과 연구

역을 알리는 필수 설치 시설로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을 정하 다. 

  이후 공 이 이용하는 시설에 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을 반한 

경우 2001년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국민건강증진법 34조, 2001.4.7개정) , 2002년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국민건강증진법 34조, 2002.1.19개정)로 차 으로 과태료가 

인상되었으며, 2002년 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시설기 을 수하지 않은 경우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신설하여 연구역, 흡연구역의 법 시행을 강화

하 다. 

  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공 이용시설도 법의 개정을 반복하면

서 차 으로 상을 확 하여 왔으며, 특히 2003년부터는 시설 체를 연구역

으로 정하는 ‘ 연시설’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설 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연시설을 두어 실내에서의 완 연제도의 도입을 시작하 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2003.4.1개정).  

  간 흡연 방을 한 연구역확 정책은 1995년 공 이용시설에서의 연구역

과 흡연구역의 구분을 시작으로, 실내공 이용시설에서의 완 연  실외공 이

용시설에서의 연  흡연구역 구분을 목표로 단계 인 연구역  연시설의 

확 를 시도하 다.  연을 하여야 하는 공 이용시설 확 정책에 따라 1995년 

형건물, 의료기  등 10종의 공 이용시설이 상이었으나, 2006년에는 16개의 

공 이용시설로 상의 종류가 확 되었다.  한 형건물에서 소형건물로 그 

상을 확 하고, 실내공 이용시설  미성년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하여

는 실내에서의 완 연을 하여야 하는 연시설로 지정하는 등 연시설을 차

으로 확 하여 실질 인 연공 시설의 숫자는 차 으로 증가되어 왔다.  

한 체육시설의 에서와 같이 실외체육시설에서도 연을 하도록 지정하여 실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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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9 2003 2006

1.

형

건물

가

3천m제곱미터이상

사무용건축물  

2천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3천제곱미터이상

사무용건축물   

2천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3천제곱미터이상

사무용건축물   

2천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1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복합용도건축물, 

공장 

나 - -
사무실⋅회의장⋅

강당⋅로비

사무실⋅회의장⋅

강당⋅로비⋅

실내작업장

2.

공연장

가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나 - -
객석⋅ 람객 기실

⋅사무실

객석⋅ 람객 기실

⋅사무실

3.

학원

가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나 - -
강의실⋅학생 기실

⋅휴게실

강의실⋅학생 기실

⋅휴게실

4.

규모

포

가

형 · 규모소매

·도매센터  

지하도 상 가

형 · 규모소매

·도매센터  지하도 

상 가

형 · 규모소매

·도매센터  지하도 

상 가

형 · 규모소매

·도매센터  지하도 

상 가

나 지하도상품 매매장 지하도상품 매매장 지하도상품매장,통로 지하도상품매장,통로

5.

숙박

업소

가 숙박업소 숙박업소 숙박업소 숙박업소

나 - - , 로비 , 로비

6

.혼인

식장 

가 혼인 식장 - - -

나 - - - -

7.

학교 
가 -

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교사 

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교사 

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교사 

설에서의 연정책을 확 하여 왔다. 

  다음으로 반드시 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동의 장소를 구체화하 으며, 

상 장소도 확 하 다. 1995년 법 제정당시 승강장으로 정하 던 것을 차 으

로 확 하여 2003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

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확 하 으며, 상 공 시설별로 반드시 연을 하여

야 하는 지역을 구체 으로 명시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진 으

로 제한하여 왔다. 

<표 3-1> 금연구역 법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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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9 2003 2006

나 - -

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사 체(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사 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8.

실내

체육

시설

가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나 - - 람석, 통로 람석, 통로 

9.

의료

기

가 의료기 의료기

의료기 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 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나
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한 시설

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한 시설

의료기 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체(다)

의료기 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체

10.

사회

복지

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노인

복지시설제외)

사회복지시설(노인복

지시설제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나 서비스제공지역 서비스제공지역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11.

교통

시설

련

가

교통 련시설의 

합실, 지하보도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 련시설의 

합실, 지하보도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 련시설의 

합실, 지하보도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 련시설의 

합실, 지하보도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나 차량내부, 지하역사 차량내부, 지하역사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내부  통로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내부  통로

12.

목욕장

가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나 - - 탈의실,목욕탕내부 탈의실,목욕탕내부

13.

게임,

PC

방

가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

츠설비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

츠설비제공업소

나 - - 면 의 1/2 면 의 1/2

14.

형

음식

가 - -

15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 , 

일반음식

15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 , 

일반음식

나 - - 면 의 1/2 면 의 1/2

15.

만화방

가 - - 만화 여업소 만화 여업소

나 - - 면 의 1/2 면 의 1/2

16.

정부
가 - -

1천제곱미터이상의 

청사

1천제곱미터이상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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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9 2003 2006

청사 나 - -
청사의 사무실, 

민원 기실 

청사의 사무실, 

민원 기실 

17.

보육

시설

가 - - 보육시설 보육시설

나 - - 보육시설 체(다) 보육시설 체 

기타 

공동 연

구역

승강장 승강장

승강기의 

내부⋅복도⋅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승강기의 

내부⋅복도⋅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1995, 1999, 2003, 2006

  주) 가)구체 인 상시설의 기  ; 나) 연구역; 다 )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간 흡연 방 연구역 정책의 변화 결과 2006년 재 연  흡연을 구분하여

야 하는 공 이용시설은 연면  3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2천㎡ 이상 복합건

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 람객

기실․사무실, 연면  1천㎡ 이상 학원의 강의실․학생 기실․휴게실,  유통산업

발 법에 의한 지하상 가  상품 매 매장, 숙박업소의 ․로비, 학교

의 강의실․휴게실․강당․구내식당․회의장,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실외체

육시설의 람석․통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거실․작업

실․휴게실․식당․사무실, 교통 련시설  교통수단  승객 기실, 국내선항공

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통로, 철의 승강장․차량․지하역사, 지하보도, 16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공 생 리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목욕탕 내부, 

게임제공업소( 자오락실), 만화 여업소(만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소(PC방)의 업장 내부  1/2 이상 구역, 업장 면  150㎡ 이상의 일반음식  

 휴게음식 (다방, 패스트푸드  등) 업소의 업장 내부  1/2 이상 구역, 연

면  1천㎡ 이상의 정부청사 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의 사무실․민원인 기실과 

의 시설의 승강기, 복도, 화장실을 포함한다.  한 간 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실내 체에서 

연을 하여야 하는 연시설로는 유치원  ․ ․고교의 校 ,  병원 등 의료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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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설의 소유자등이 연시설의 표시  연․흡연구역지정을 반한 경우

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구역 시설기 을 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고, 확 된 연구

역( 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 에 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동법시행령 제2조 련 별표)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 을 부과하는 별도의 규

정도 제정되었다.

  흡연구역과 연구역, 연시설의 설치 기 으로 시설 소유자등은 연․흡연구

역 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연구역으로 넘

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  흡연자 편의

시설 설치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

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 다.

나. FCTC 황

  FCTC 약 제8조2항에서 실내 작업장‧ 교통수단‧실내 공공장소  한 

경우 기타 공공 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하여  효과 인 입법‧

집행‧행정 / 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2007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2차 당사국회의에서 간 흡연 방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내에서의 완 한 연과 연구역을 필요하다면 실외까지 최

한 범 하게 확보하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홍보, 제반 법규제의 강화, 반시 

벌칙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다. 외국의 황 

  2008년 기  smoke-free law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는 총 37개국이고,  smoke-free 

law가 통과되어 앞으로 집행할 나라는 14개국이며, smoke-free law 통과를 진행 



24

국가  련법
발효

시기
규제 면제 효과  

버뮤다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2006.4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클럽, 

주거지역(residential 

매우 제한 임

- 수입이 GDP 1/4을 차지하는 국

가이나 포  smoke-free law 용에 

의해 국가 수입이 향 받지 않았음 

인 국가는 6개국이다. smoke-free law는 4가지로 분류된다. 법  규제수   그 수

행과 법 도입의 진행정도를 가지고 Good laws, Limited laws, Local action, 

Smokefree soon로 구분한다. 이를 기 으로 각 국가별  smoke-free law를 보면, 완

연에 해당하는 Good Law에는 완 연 는 거주지나 -거주 지역에 완 연

을 제한 으로 면제하고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 포  smoke-free law를 실행

하는 5개국(Bermuda, Ireland, New Zealand, United Kingdom, Uruguay)과 소규모 

객업소등에 흡연을 허용하는 범 한 smoke-free law를 용하는 12개국(Estonia, 

France, Iceland, Italy, Lithuania, Malta, Norway, Singapore, Slovenia, South Africa, 

Sweden, Thailand)이 포함된다. Limited laws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술집(bar), 스토

랑 등에 흡연을 허용하는 부분 연을 실행하는 5개국(Belgium, Iran, Luxembourg, 

Portugal, Spain)과 아직은 법이 효과 으로 수행  효력발생이 되지 않은 국가로

서 2008년 WHO의 법 집행 평가 10  만 에서 7  이하로 미약한 수 인 5개국

(Bulgaria, Niger, Pakistan, Uganda, Yemen)이 속한다. Local action 국가는 주 는 

지역 수 에서는 포 인 법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법으로는 미약하거나 법이 없

는 경우로서 15개국(Argentina, Australia, Brazil, China, Canada, Germany, India, 

Indonesia, Keny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araguay, Philippines, Switzerland, 

USA, Venezuela)이 이에 해당하며 그 외 15개국은 Smokefree soon로 분류되며 여기

에는 연구역법이 통과되었으나 법 집행이 되지 않은 9개국(Brunei Darussalam, 

Denmark, Djibouti, Finland, Mexico, Oman, Panama, Serbia, Turkey)과 완 연법 통

과를 진행 인 5개국(Bhutan, Guatemala, Malaysia, Mauritius, Netherlands, Nigeria)이 

속한다(표5-2). 

 <표3-2> 국가별 smoke-free law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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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 

폐쇄공간(enclosed 

places)

아일랜드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2004.3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클럽, 폐쇄된 

공간(enclosed 

places)

감옥, 호텔, 호스피스 

 정신과 치료 기

- 술집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90%이상 감소

뉴질랜드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2004. 

12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학교와 어린이 

센터(early children 

center)의 실외 

개인소매 , 환자와 

주거자가 살고 있는 

흡연 룸 

- 객업에 반 으로 정  효과가 

나타남. 

-술집  클럽의 매가 0.9% 증가, 

-카페  식당 매는 9.3% 증가, 

-선술집,여인숙, 술집(pubs, taverns, 

bars) 등의 고용이 24% 증가, 

-카페  식당의 고용이 9% 증가, 

-클럽의 고용은 8% 증가함 

국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2006.3

(스코

트랜드) 

2007.4

(웨일

즈와 

북아일

랜드)  

2007.6

(잉

랜드)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클럽, 폐쇄된 공간 

화장실, 감옥의 지정된 

흡연방, 오일정비(oil 

rigs), 개인 

화장실(거주지, 

호스피스 기 , 호텔 

등)

- 스코트랜드의 술집 근로자들이 공기 

 해로운 입자에 노출율이 86%까지 

감소

-간 흡연은 90%까지 감소 

우루구아

이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2006. 3

(decree) 

2008.2

(law)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일부 실외장소

매우 제한 임

-간 흡연 수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았음. 

-인구의 1/3이 매일 흡연자 음. 그러

나 인구 10명  8명이 이 법을 지지

함

노르웨이

extensive 

smoke-free 

law

2004. 6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음식  

음료 제공되는 모든 

장소, 폐쇄된 공간

기  내 리빙룸, 

직장의 흡연룸

-발효 후 매일-흡연자가 4% 감소

-많은 식당 근로자들이 연 는 담

배소비를 이겠다는 동기를 받음

스웨덴

extensive 

smoke-free 

law

2005. 6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폐쇄공간

객업소 내 흡연구역 

크기 제한 , 음식과 

음료는 흡연구역에 

지

-소매  99% 이상이 이 법을 수함

이탈리아

extensive 

smoke-free 

law

2005.1
직장, 공공장소, 

폐쇄공간

흡연구역의 크기와 

환기시설규제 엄격

-발효 2년 후 흡연율이 7.3%까지 감소

-64세 이하에서 심장발작(heart attacks)

이 11% 감소함

타일랜드
extensive 

smoke-free 
2008.2

직장, 공공장소, 

공기청정기 구비

공공청정기 없는 식당 

 직장에는 흡연구역 

-담배갑규제와 좀 더 강력한 연구역

법을 신 으로 포 하면서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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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지정

하여 15년 동안 31,000명 이상의 생명

을 구하 고, 2026년까지 315,000명의 

사망자를 방할 것으로 망하고 있

음

멕시코

extensive 

smoke-free 

law

2008.8

정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폐쇄공간

객업소에 흡연구역 

지정

- 이 의 부분 연법(limited law) 은 

잘 실행되지 않아 간 흡연 수  높았

음 

-2008년 새로운 법이 공공보건의 기회

가 될 것임

싱가폴

extensive 

smoke-free 

law

2007.6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폐쇄공간

호커센터 실내, 감옥, 

직장  객업과 공항 

내 흡연구역, 호텔 

직원룸(hotel function 

rooms)을 사용하지 

않을 때

- 2005년 년성인의 1/4 이하가 직장 

내 간 흡연에 노출됨

말타

extensive 

smoke-free 

law

2005.10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폐쇄공간

직장  공공장소에 

흡연구역 허용(크기 

규제),  흡연구역에 

서비스 허용, 주거지역 

화장실 연 면제

리투아니

아

extensive 

smoke-free 

law

2007.1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게임장, 

폐쇄공간

시가와 이  클럽 

면제, 직장내와 장거리 

기차에 흡연지역 허용 

아이스랜

드

extensive 

smoke-free 

law

2007.6

직장, 공공장소, 

객산업, 게임장, 

폐쇄공간

객업소와 직장내 

흡연구역 허용, 

객업소의 흡연구역은 

크기제한, 흡연구역 내 

음식  음료 제공 

함. 호텔과 지던스 

어 홈과 감옥의 

지정된 화장실은 연 

면제

에스토니

아

extensive 

smoke-free 

law

2007.6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음식 

는 음료가 

제공되는 모든 

장소, 폐쇄공간

시가라운지 면제, 

객업소와 직장내 

흡연구역 허용, 

흡연구역 환기요구조건 

승인 필요

슬로바니

아

extensive 

smoke-free 

law

2007.8 폐쇄공간만 

크기와 환기시설을 

제한한 흡연구역 허용, 

흡연구역에 서비스 

허용, 호텔 화장실 

면제,  노인 어센터와 

감옥 등 면제

랑스

extensive 

smoke-free 

law

2008.2

공공장소, 직장, 

객업소, 게임장, 

폐쇄공간

면제 없음. 체용 

홈에 있는 spaves에 

하여는 논의 . 

흡연구역 지정(크기와 

-직장 내 연이 도입된 후 심장발작

이 15%까지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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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규정 엄격), 

흡연구역 내 음식  

음료 제공 함. 

직원은 흡연룸이 

흡연한지 1시간 후에 

들어갈 수 있음.

남아 리

카

extensive 

smoke-free 

law

2007.3
직장, 공공장소, 

객업소

개인주거지역 면제, 

흡연구역 허용

- 발효 후 식당 사업자가 32%까지 감

소,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반환

(VAT(value added tax) returns)에서는 

정 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남

스페인
limited 

laws 
2006.1

100제곱미터 미만의 

객업소는 흡연 허용, 

100제곱미터 이상의 

객업소와 공항  

화 에 흡연구역 

허용.

- 객업 이외의 많은 직장인이 간 흡

연에 노출되는 것이 감소

벨지움
limited 

laws
2007.1

50제곱미터 미만인 

술집은 흡연 허용, 

50제곱미터이상의 

술집은 연구역 제공,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식당과 직장에서는 

흡연구역(DSRs)허용됨.

이란
limited 

laws
2007.12

직장, 공공장소, 

카페
찻집(tea house)면제

-2008년에는 찻집에서의 물담배(shisha)

지가 좌 됨(overturn).

-지 에 동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10명 

 8명 이상이 연구역법을 지지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음.

우간다
limited 

laws
2004.3

직장, 공공장소, 

감옥

식당, 술집, 디스코에는 

흡연구역 허용
- 법 실행 미약

미국
local 

action

-총 56개 주( 는 지역)  14개 주에서 

comprehensive smoke-free law 실행 
 

캐나다
local 

action

-총 13개 지역  10개 지역  지방이 

포 인 smoke-free law를 가지고 있음 

-그 외 지역은 일부 면제를 포함함. 모든 

캐나다의 감옥은 실내 

완 연(100%smoke-free law)임 

-캐나다 수도에서의 포 인 

smoke-free law은 객업소의 업에 

부정 인 향을 주지 않았음

호주
local 

action

- 8개 지역(states and territories)  4개 

지역에서 포 인 smoke-free law 용함. 

-그 외는 제한 인 면제를 허용하는 범  

smoke-free law 용함.

-호주 남부에서는 연구역법의해 청

소년의 흡연태도가 변화됨. 

- 연구역법이 발효된 후 증가하는 청

소년 흡연자들이 담배 소비를 이고 

연하겠다고 말함.

국
local 

action

- smoke-free law는 1 특정 행정구역인 

홍콩에 용됨(식당, 카라오  술집을 

포함하여 부분의 공공장소 실내 연)

아르헨 local  - 23개 지방(provinces)  5개 지방과 3개 -담배 성장이 지역 경제의 일부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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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action 도시에 포 인 smoke-free law 있음
에서 조차도 성공 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라질
local 

action
-1개 도시에 포 인 smoke-free law 있음

-상 울로 거주자 10명  9명은 실내 

완 연을 지지함 

필리핀
local 

action

- 3개의 도시에서 공공장소의 연을 용, 

흡연구역 지정 허용함
-담배산업의 방해에 압도됨.

라오스
local 

action

 -1개의 도시에서 공공장소, 식당, 카페 등 

실내에서 smoke-free law실행

- 객에 한 염려 없이 smoke-free 

law도입됨

스 스
local 

action
-26개주  6개 주에서 smoke-free law수행

-지역차원에서 연지지.

-79%의 Ticino 유권자가 연구역법을 

찬성함

독일
local 

action

-16개 지역  11개 지역에서 smoke-free 

law실행

인도
local 

action

-1개 도시(Chandigarh)에 smoke-free law 용

- 객업소는 흡연구역(DSRs) 지정이 허용됨

- 폐결핵의 향을 임: 연구역법과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기타 규제조치는 

TB(폐결핵)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

킴. 흡연 남성은 비 흡연자보다 TB(폐

결핵)로 사망할 가능성이 4배이상 높

고, 간 흡연 노출자는 TB(폐결핵)발

병 험이 높음. 

인도네시

아 

local 

action

-1개 지방(Jakarta Province)과 2개 

도시(Cirebon City, Bogor City)에 smoke-free 

law 용

- 객업소는 흡연구역(DSRs) 허용됨

냐
local 

action

-3개의 도시(Mombasa, Nakuru, Nairobi)에 

smoke-free law 용

-법 집행 기 의 부족으로 연구역법

(smoke-free law)의 향력이 제 로 발

휘되지 못하고 있음

-담배회사의 로비활동 강함

출처: Global Voice: Working for Smokefree Air -2008 status report

  1) 미국 

  미국의 포 인 smoke-free law는 주로 local차원(towns, cities, states, provinces, 

territories)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간 흡연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

호하고 있다. 미국의 주  지역 차원의 법은 상당히 강력하며, 미국 국내법보다 

제정하기기가 쉽고, 한 즉각 으로 법이 집행 될 수도 있다. 

  2008년 재 많은 지역에서 연도시  smoke-free law을 용하고 있으며, 총 

56개 지역(주와 지방정부 포함)  14개 지역(주와 지방정부포함)에서 포 인 강

력한 smoke-free law를 용하고 있다. 14개 지역(주와 지방정부 포함)은 Ariz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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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Hawaii, Maryland, Massachussetts,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Ohio, Rhode Island 의 12개 주와 Washington D.C, Puerto 

Rico 2개 지역이며 포 인 smoke-free law를 통해 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은 

약 96.9 million이다. 일부 다른 도시  지역에서는 연구역 면제를 허용(즉, 흡연

구역 허용)하는 부분  smoke-free law를 수행하고 있다. 

  가) 미국의 smoke-free law 실시 주의 변화(1995년, 2003년, 2007년)6)

  미국의  51개 주에서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체 으로 완 연이 증가하

고 2003년 이후에는 더욱 확산 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기  완 연은 1995

년 7개 주에서 2007년 27개 주로 증가하 고, 술집의 완 연은 1995년에 실행하

는 주가 없다가 2003년 5개 주에서 실행하고 2007년 13개 주로 증가, 식당의 완

연은 1995년 2개주, 2007년 21개 주로 증가, 수퍼마켓(Grocery Stores ) 완 연

은 1995년 7개주, 2007년 23개 주로 증가, 쇼핑몰 완 연은 1995년 2개 주, 2007

년 21개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가정보육센터(Home-based Day Care Centers)의 완

연은 1995년 13개 주, 2007년 33개주로 증가 , 상업  보육시설(Commercial Day 

Care Centers )의 완 연은 1995년 20개 주, 2007년에는 34개 주로 증가, 호텔  

모텔의 완 연은 1995년에는 없었고, 2003년 1개 주, 2007년 5개 주로 증가, 병

원의 완 연은 1995년 6개 주에서 2007년 23개 주로 증가, 교통의 완 연

은 1995년 15개 주, 2007년에는 31개 주로 2배 증가, 개인 사업장의 완 연은 

1995년 1개주, 2003년 9개주, 2007년에는 22개 주로 증가, 감옥의 완 연은 1995

년에는 없다가 2003년 4개주에서 실행하고 2007년에는 6개 주로 증가, 실내체육시

설에서의 완 연은 1995년 3개주, 2003년에는 10개주, 2007년에는 22개 주로 

2003년에 비하여 2배이상 증가하 다(표5-3). 

6) State Tobacco Activities Tracking and Evaluation (STATE) System

http://apps.nccd.cdc.gov/statesystem/stateSystem.aspx?selectedTopic=100&Measure=9&dir=epi_report&ucName=

UCTimeTrend&fromMen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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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분기/2005년 3분기/1995년 4분기

연구역

간 흡연 규제 있음 없음

완 지(a) 지역지정(b)
분리된 환기

구역(c)
계(a+b+c) None

Government Worksites 27/16/7 14/22/31 6/6/2 47/44/40 4/7/11

Bars 13/5/0 5/4/2 2/2/0 20/11/2 31/40/49

Restaurants 21/10/2 18/21/26 3/2/1 42/22/29 9/18/22

Grocery Stores 23/11/7 16/21/22 3/3/1 42/35/30 9/16/21

Malls 21/6/2 6/6/6 4/4/1 31/16/9 20/35/42

Home-based Day Care 

Centers 
33/22/13 3/1/4 1/3/1 37/26/18 14/25/33

Commercial Day Care 

Centers 
34/26/20 4/7/7 1/3/1 39/36/28 12/15/23

Hotels and Motels 5/1/0 22/16/8 1/1/0 28/18/8 23/33/43

Hospitals 23/12/6 18/27/33 4/4/2 45/43/41 6/8/10

Public Transportation 31/21/15 11/18/23 3/3/1 45/42/39 6/9/12

Private Worksites 22/9/1 13/17/20 3/4/1 38/30/22 13/21/29

Prisons 6/4/0 3/3/3 2/2/0 11/9/3 40/42/48

Enclosed Arenas 22/10/3 13/16/18 3/3/1 38/29/22 13/22/29

합계 281/153/76 146/179/203 36/40/12 463/361/291 200/291/372

자료: State Tobacco Activities Tracking and Evaluation (STATE) System

http://apps.nccd.cdc.gov/statesystem/stateSystem.aspx?selectedTopic=100&Measure=9&dir=epi_report&ucNam

e=UCTimeTrend&fromMenu=y

<표3-3> 미국의  smoke-free law 실시 주의 변화(2007년4분기/ 2005년3분기/ 

1995년 4분기)

 

  나)  연구역 련법 용 실태7)

○  직장, 식당, 술집 

  직장, 식당, 술집 등에 local 100% smoke-free law를 용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차원(local level)에서 직장, 식당, 바(bar) 모두에 한 local 100% 

smoke-free law의 용은 1993년 2개 지역을 시작으로 꾸 히 증가하여 2003년 75

7) 2008년 1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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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역으로 증가하 고, 2005년에는 124개 지역으로 증가, 2008년에는 289개 지역

(2008년 1월 기 )으로 폭발 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는 2009년에는 효력 발생 3개 

지역을 추가하여 292개 지역으로 증가될 정이다

○ 카지노와 게임장

  푸에르토리코와 와싱턴 D.C.지역과 27개 주에서는 카지노와 게임장소(bingo 

parlors, race tracks, jai-alai center,card club 등)에서의 완 연을 입법화 하 다(표

3). 이  빙고게임은 27개 주에서 완 연, 6개주에서는 카지노에서 완 연, 5

개주에서는 모든 카드클럽에서 완 연, 13개 주에서는 이스트랙에서 완 연, 

로리다주는 jai-alai center에서 완 연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에는 Montana , 

Nebraska, Oregon   3개 주에서 bingo parlors와 race tracks 모두에 완 연이 실행

될 정이다

○ 실외 지역 

  최근 실외 지역 한곳 이상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지역법을 가지고 있는 곳은 

local 수 에서 1,242개 지역이다. 이  건물입구 근처와 창가에서의 흡연 규제, 

폐쇄공간의 환기시설 등에 한 규제 요구는 710개 지역, 공원  해변과 같은 실

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716개 지역, 실외 스타디움, 기타 스포츠와 오락장

소(entertainment venues)등에서의 흡연규제는 316개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의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04495조항의 놀이터와 유아모래놀이박스 주 의 25feet(7.5m)내 흡연 

는 시가렛, 시가 는 기타 담배 련상품 등의 배치 지에 따라 놀이터 연이 

법으로 실행되었다. 2004년에는 62개 해변가에서 흡연 지가 시작되었고, 주요 해

변가 연지역은 Santa Monica , Malibu , Solano Beach , San Clemente, Huntington 

Beach and Carpinteria. Los Angeles 등이며, 로스엔젤 스의 경우 할 구역 해변의 

13마일에까지 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반자는 $100벌 에 처한다. 실외식당은 

카페, 식당, 안뜰(patios), 야외시장(outdoor markets), 주 내 지역사회(c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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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ies) 이벤트 등에 실외 연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동물원 연은 재 로스엔

젤 스에서 실시되고 있다. 건물출입구 연8)은 캘리포니아 주의 The New 

Statewide Smoke-free Entryway Law는 Assembly Bill (AB 846), amends 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s 7596-7598에 근거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공공건물의 입구, 출구, 창가 20feet(6m)이내에서 연이 실시되었다. 

건물출입구 연구역에 속하는 건물은 법 조항 7596(a) 규정상 공공빌딩을“ 주, 카

운티, 도시, 도시와 카운티, 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 의해 소유되었거

나 임 된 빌딩”으로 정의 되어 있고,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캘리포니

아 주립 학,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등의 캠퍼스 빌딩 뿐 아니라 주, 카운

티, 도시 등의 공공건물 등이 포함된다. 만약 빌딩이 개인 소유이면서 정부에 의해 

일부분이 임 되고, 일부가 개인 사업으로 사용된다면 그 빌딩은 이 법의 용을 

받아서 빌딩의 입구, 출구, 창가 등에서 20Feet(6m)내 연구역(a twenty-foot 

smoke-free zone)을 지정해야 한다. 반 시 벌 은 $100-250이 용된다. 차량 내 

연은 2008년 1월 1일 H&S Code §118947이 발효됨에 따라 18세 이하 청소년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운행  정차)에서 모든 흡연이 지되기 시작하 고, 반 시 

벌 은 100$이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내 아 트, 콘도, 다세  주택 등에 연주

택이 선호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비흡연자는 84%이고, 캘리포니아 임차인의 

80%가 흡연구역을 겸비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

장에서는 연아 트등록(Smokefree Apartment House Registry)을 실시하여 연주

택을 찾는 주거자에게 체 는 부분 연하는 아 트 건물 목록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등록 상은 다가구 주택, 아 트, 단독주택 등이다. 이 연주택에 한 

법  근거로는 캘리포니아 노동법(California’s Labor Code Section 6404.5)의 폐쇄 공

간 내 흡연 지를 들고 있다. 비록 개인 거주자가 이 법으로부터 면제된다 하더

라도 California ‘s Legislative Counsel에 의해 아 트나 콘도미니엄 는 복합건물

(로비, 복도, 세탁실, 계단, 엘리베이터, 크 이션 실 등을 포함)이 폐쇄 공간 

8) Statewide Smoke-free Entrywa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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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캐나다 식당⋅술집등의 100%금연구역 현황 : 2008년 3월 
지역 100% 연구역(hospitality 장소)

Alberta 모든 식당, 술집(bars), 패티오(실외식당) 100% 연

British Columbi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 연

Manitoba (Winnipeg) 모든 식당, 술집(bars) 100% 연

New Brunswick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 연

Newfoundland & Labrador 모든 식당, 술집,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 연

Nunavut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 연 

Northwest Territories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 연

Nova Scotia 모든 식당, 술집,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 연

Ontario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 연

Saskatchewan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 연

Yukon 모든 식당, 술집,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 연

Quebec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 연

Prince Edward Island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 연

자료: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2008

는 고용 장소일 때는 노동법의 흡연 지 조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노동법

에 의해 연표지 을 부착해야 하며, 고용주는 흡연자에게 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법에서의 연 반 시 처음에는 100$, 그 이후에는 벌 이 증가된다.  

  2) 캐나다9)  

 

  2008년 4월 재 13개 지방  지역 모두에서 smoke-free law(포   부분 )

가 있고, 이  10개 지역  지방이 포 인 smoke-free law를 실시하고 있다. 포

 연을 통하여 31.4million명이 간 흡연으로부터 보호 받았고, 캐나다 수도의 

포 인 smoke-free law실시가 객업소의 업에 부정 인 향을 주지 않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실내지역 100% 완 연은 술집과 식당의 경

우 Prince Edward Island를 제외한 12개주에서 실시하고, 카지노  기타 게임장의 

완 연은 11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9)  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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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캐나다의 13개 지역 Smoke-free Legislation/Regulations 현황10) 

 

지역  

연

구역법

발효

시기
작업장 

공공

장소 
식당

카지노,

빙고,기타

장소

술집 
실외

조항 

 개인

차량

(어린이 

탑승) 

지방정부

에서 더 

강력한 

규제법 

통과허용 

여부

Albert

a  

Smoke-Free 

P l a c e s 

( T o b a c c o 

Reduction) 

Amendment 

Act, 2007 

2008.

1.1 

모든폐쇄된 

작업장내

 연  

모든폐쇄

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원주민 

보호구역내 

카지노 

오락장 

흡연허용)

흡연

지

* 연구역:

.패티오(실외식당)

.모든 작업장과 공

 공장소 출입구와

 환풍로와 열리는

 창문 주  5m 내

No Yes 

British 

Colum

bia  

T o b a c c o 

Control Act

2008

.3.31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폐쇄

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구역: 

.모든 작업장과 공

공장소의 출입구와

환풍로와 열리는

창문주 3m내..학교 

도입할 

것을 

공표함 

N o ( 지방

정부법을 

통 하 여 

허용됨) 

  작업장 완 연은 9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고, 비-완 연 지역에서는 흡연구역

을 지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버타 주와 만니토바 주의 경우에는 카지노에서 연

을 면제하기도 한다. 실외 연은 새로운 분야로서 자동차를 포함한 실외환경을 

연구역으로 확 하는 지방  지역법으로 개정되고 있고,  Saskatchewan을 제외한 

12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실외식당의 완 연은 4개 주, 출입구 3-15m이내 완

연은 8개주, 실외식당에 흡연제한은 5개주에서 실시된다. 일부 지방정부는 놀이

터(play structures), 공원 등과 같은 기타 실외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선도 인 

지방정부는 호텔방이나 개인 교통수단(private vehicles)까지도 법에 포함시키고 있

다. 

  그 로서 2007년 11월, Nova Scotia의 Wolfville 타운은 지방법 No. 89(교통수단 

내 흡연 지법)을 통과시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탑승한 개인교통수단 내 흡연

지가 2008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Wolfville의 지방법이 통과된 직후,  Nova Scotia

정부는 2002년 Smoke-free Places Act 12장을 개정하고 2008년 4월 1일부로 19세 이

하의 청소년이 타고 있는 개인교통수단 내 흡연을 지하기 시작하 다. 이어 

Yukon Territory은 2008년 5월 15일 자동차 내 흡연 지법이 3번째로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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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흡연제한 

.패티오(실외식당)

Manit

oba 

The 

Non-Smoker

s' Health 

Protection 

Act 

(Various 

Acts 

Amended)

2004.1

0.1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원주민 

보호구역내 

카지노 

오락장은 

흡연 허용)

흡연

지

* 흡연제한 

.패티오(실외식당)

정부 

심 

표 함

No 

New 

Bruns

wick  

 

Smoke-free 

Places Act

2004.1

0.1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

.학교운동장

* 흡연제한

.패티오(실외식당) 

정부 

심 

표 함

No 

Newfo

undlan

d and 

Labra

dor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5

2005.6.

1

직장내  

흡연구역 

지정이 

에게 

공개되지 

않음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

.패티오(실외식당)
No Yes 

North

west 

Territo

ries

Tobacco 

Control 

Act, 2006 

2006.9.

30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구역:

.학교의 출입 15m 

이내 

.직장  

공공장소의 출입구 

3m 내 

No Yes 
Environment

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s

2004.5.

31

Nova 

Scotia 

Smoke-free 

Places Act 

(amended)

2006.1

2.1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구역:

.패티오(실외식당)

.학교운동장

.허가된 실외지역과 

작업장의 출입구와 

환풍로와 창문 주  

4m 내

19세 

이하 

청소년 

타고 

있는 

차량 

내 

흡연 

지

Yes 

Nunav

ut 

Tobacco 

Control Act

2004.5.

31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연 

면제

불명확-분

명하게 

언 되지 

않음

연 

면제 * 연구역:

.학교 출입구 15m 

내

.작업장과 공공장소 

3m 내

No Yes Environment

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s

2004.5.

31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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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

o 

Smoke-Free 

Ontario Act

2006.5.

31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구역:

.학교운동장, 병원,

건강기 , 심리치료

기 , 실외운동장과 

오락장소의 약좌석 

*흡연제한

. 패티오(실외식당)

정부가 

법규정 

도입을 

공포함 

Yes 

Prince 

Edwar

d 

Island

Smoke-free 

Places Act 

2003.6.

1

*일부 

작업장내 

흡연구역 

허용

* 식당  

술집에 

흡연구역 

허용, 단 

서비스 

제공 지

흡연

구역

지정( 

서비

스 

제공 

지)

흡연 지 

흡연구

역지정

(단 

서비스 

제공 

지)

* 연구역:

.학교운동장

.실외식당(패티오)의 

출입구 2.4m 내와 

새로운 패티오의 

환풍로 4.5m 내  

의 

의견을 

수렴 

후,

정부가 

법규정 

도입을 

공포함.

Yes 

Quebe

c 

The 

Tobacco 

Act

2006.5.

31

* 

비공공부분

내 

흡연구역 

허용(2008.5

.30까지)

*호텔룸에

서 흡연 

제한됨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 따로 

분리되어 

있고, 

폐쇄되고 

환기구가 

설치된 

흡연룸은 

연에서 

제외)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구역:

. 건강과 

사회서비스 기 , 

학교, 단과 학교, 

비-주택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 시설 

등의 입구 9m 내

.학교

*흡연제한 

. 실외식당(패티오) 

No 

No, 

(지방법

을 

통하여 

허용됨)  

Saskat

chewa

n 

The 

Tobacco 

Control Act 

(amended)

2005.1.

1
*일부작업

장 내 

흡연구역 

허용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None No Yes Occupationa

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1996) 

Yukon 
Smoke-free 

Places Act 

2008.5.

15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 

흡연

지
흡연 지

흡연

지

* 연구역

.실외식당(패티오)

.작업장과 

공공장소의 출입구, 

창가, 환풍로 주  

지정된 거리 내

.학교운동장( 등교

육기  포함) 

*18세 

이하 

청소년 

탑승한 

차량 

내 

연

 

Yes 

자료: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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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연구역법 순응정도를 모니터링(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하기 해 2007년 15세 이상에게 직장에서의 흡연규제를 조사한 결과 87.5%

가내 직장이 연구역이며, 흡연은 건물과 작업장 는 회사차량 바깥에서 허용한

다고 응답하 고, 6.2%는 흡연은 빌딩과 작업장 는 회사차량 내 흡연구역에서 

허용되고, 4.8%는 흡연이 모든 곳에서 제한된다고 응답하 다.  

  연구역법 효과로서 흡연율을 보면 재흡연자를 일생동안 어도 100개피 담

배를 피운자로 정의할 경우 20세 이상 재흡연율이 1999년 35%에서 2003년 30%,  

2005년 26% 그리고 2007년 24%로 낮아졌고, 15세 이상 재흡연율은 1999년 25%

에서 2003년 21%로 낮아졌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19%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다. 흡연량 변화는 15세 이상 매일 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이 1999년 17개비, 

2000년 16.8개비, 2003년 15.9개비, 2005년 15.7개비, 2007년 15.3개비로 감소하 다. 

[그림 3-1] 캐나다의 흡연율 추이(1999~2007)

현 재 흡 연 율  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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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hl-vs/tobac-tabac/research-recherche/stat/  

_ctums-esutc _prevalence/chart_image_2007-eng.php;http://www.hc-sc.gc.ca/hl-vs/tobac-tabac/ 

research-recherche/ stat/_ctums-esutc_prevalence/ prevalence-eng.php

10) 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2008 



38

  간 흡연 노출 변화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0-17세 사이의 노출이 2003년 16%에서 

2004년 15%, 2005년 12%, 2007년 11.2%로 지속 으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달 동안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간 흡연에 노출을 보면 2005년 매

일 는 거의 매일 노출된 경우는 2005년 14%에서 2007년 24%로 증가하 고 주 1

회 노출의 경우 2005년 37%,  2007년 35%이며, 1달에 어도 1회이상 노출되는 경

우는 2007년 40%정도로 간 흡연 노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건물입구 주 에서의 노출이 2005년 49%에서 2007년 54%로 증가하 고, 술집  

식당의 실외 패티오에서의 노출은 2005년 32%에서 2007년 25%로 감소하 으며, 

차량 내 노출은 2005년 26%에서 2007년도 동일한 수 이고, 직장에서의 노출은 

2005년 23%에서 2007년 22%로 감소하 다. 길거리  공원에서의 노출은 2007년 

52%로 건물입구 노출 다음으로 높은 수 이다.  

 

 

  3) 호주  

  호주연방법은 호주 연방 내 모든 정부건물, 교통, 공항  국내․외항공기 

등에서 흡연을 지하고 있다.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간 흡연 지는 각 주별로 이루

어지고 있고, 재 호주의 각 주  지역은 폐쇄된 공공장소 특히 직장과 식당에

서 흡연을 지하고 있다. 호주는 폐쇄된 공간을 지붕이 있는 벽면의 면 이 어

도 체의 70-75%를 과할 경우 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는 폐쇄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이 면제되고 게임장의 경우 폐쇄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이 

면제되기도 한다. 2007년 퀸즈랜드는 Tobacco and Other Smoking Products 

Amendment Act 2004 하에 포  연이 발효됨에 따라서 모든 술집, 클럽 식당, 

직장, 상업  실외식당  음주 장소, 실외공공장소, 비-주거지역 빌딩 입구 4m 이

내 등의 장소를 연구역으로 정하 다. 호주의 몇몇 주는 직장, 공공장소, 일부 

가지노 등에서 smokefree air laws가 법제화 되었고, 최근에는 New South Wales, 

Tasmania 지역에서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 내 흡연 지법이 도입  실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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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규 규제 면제 벌

Capital

the Smoking 

(Prohibition in 

Enclosed Public 

Places) Act 2005

-2006년 12월 1일부터 폐쇄된 공공

장소 내 연 (폐쇄공간은 지붕이 

있는 벽 면 이 이 75%를 과하

여야 함) 

*지붕이 있는 벽 면

이 체의   75%

이하면 폐쇄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반시 개인 

100$, 사업주는 

500$

New 

South 

Wales

- Smoke-Free 

Environment 

Amendment Act 

2004,

 - Smoke-Free 

Environment 

Amendment 

Regulation 2005  

- Smoke-Free 

Amendment 

(Enclosed Places) 

Regulation 2006

- 2007년 7월 모든 폐쇄된 장소(식

당, 허가된 클럽, 술집)에서 연법 

발효

* 폐쇄공간은 천장과 벽 표면이 

체의 75%를 과할 때만 폐쇄공간

으로 인정

- 2008년 7월 주 정부는 16세 이상 

청소년이 탑승한 개인 차량내 흡연

을 지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을 공표함.

*지붕이 있는 벽 면

이 체의   75%

이하면 폐쇄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Star city Casinods의 

개인게임 구역은 흡

연이 허용됨.

Queenslan

d

Tobacco and 

Other Smoking 

Products 

Amendment Act 

2004

- 2006년 7월 1일 포  연이 

발효됨(모든 술집, 클럽 식당, 직장, 

상업  실외식당  음주 장소, 실

외공공장소, 비-주거지역 빌딩 입구 

4m 이내)

카지노 High roller 

rooms은 면제

지방법에 따라 

20~140$범 의 

벌  

South 

Australia

Tobacco Products 

Regulation Act 

1997

-1999년 1월부터 모든 실내 식당 

연

-2007년 10월 31일 완  폐쇄된 공

공장소 연이 발효됨(폐쇄공간은 

지붕이 있는 벽 면 이 이 70%를 

과하여야 함) 

폐쇄공간이 70%이하

Tasmania
Public Health 

Act 1997

-2006년 1월 1일 완 실내 연발효

-2008년 1월 18세 이하 청소년이 

탑승한 자량 내 흡연을 지함

* 차량 내 

흡연 지 반 

시 벌  110$

Victoria

- 2007년 7월 1일 폐쇄된 공공장소 

내 연이 시작됨(폐쇄공간은 지붕

이 있는 벽 면 이 이 75%를 과

하여야 함) 

-카지노 게임층 제외

-지붕이 있는 벽 면

이 이 75%이하인 

공간은 폐쇄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고 있다.

<표 3-6> 호주의 연구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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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Australia

-Heath(smoking 

in Enclosed 

Public Places) 

Regulations,2005

 2006년 7월 31일부로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에 완 연이 발효됨

*the Burswood Casino

의 high roller rooms

는 면제

* 야외와 시골지역

(실외식당)은 흡연이 

허용됨

*개인 는 

사업주는 최  

2000$까지 

벌 , 지속 

으로 반 

시 일일벌 이 

50$을 과 

하지 않는 

벌 이 용됨 

Northern 

Territories

-2008년 7월 재 흡연 지법이 발

효되지 않은 주

자료: List of smoking bans in Australia : 법제화 황         

     SMOKEFREE LAWS: AUSTRALIAN STATES AND THE WORLD: 발효날짜 확인

     http://www.dhhs.tas.gov.au/   자료들을 재구성 함

지역 100% 연구역(hospitality 장소)

Capital 모든 식당, 술집(bars) 100% 연

New South Wales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 연

Queensland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 연, 음식  술 제공되는 실외

지역 포함. 

South Australia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 연

Tasmania 모든 술집(bars and pubs) 100% 연

Victoria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 연

Northern Territories
식당과 술집 간 흡연보호 없음/정부는 술집 연을 하지 않을 것으

로 공포

자료: Americans for Nonsmokers' Rights :  hospitality 100% 연 황 (2008년 7월1일)

  2008년 7월1일 재 술집, 식당 hospitality 장소에서 100% 연을 실행하고 있는 

주는 Northern Territories를 제외하고 호주 수도지역을 포함하여 6개 지역으로서 

Capital,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등이다. 모

든 식당과 술집에 100% 연을 실행하고 있는 주는  캐피탈 지역을 포함하여 5지

역이며, 타스마니아에서는 술집에서만 100% 연이 시행되고 있고, 실외지역을 포

함하여 100% 연을 수행하는 지역은 Queensland 이다. 호주 북부지역 정부는 술집

연을 하지 않을 것으로 공포하 다.  

<표 3-7> 호주 식당⋅술집등의 완전금연구역 현황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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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국가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비교 

구분 국가 

연구역 

건강

리시설

교육시설

( 학포함)

정부

시설

사무실

실내 
식당 술집 

기타 작업장 

실내 

실외

지역

G7국가

미국 ○ ○ ○ ○ ○ ○ ○ ○

국 ○ ○ ○ ○ ○ ○ - -

독일 - - ○ ○ - - - -

랑스 ○ ○ ○ ○ ○ ○ - -

일본 - - - - - - - -

캐나다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릭스(BRICs) 

국가

라질 - - - - - - - -

러시아 - - - - - - - -

인도 ○ ○ ○ ○ ○ ○ - -

국 - ○( 학제외) - - - - - -

추가 비교 국가 싱가폴 ○ ○ ○ ○ ○ - ○ -

OECD 

국가(23개국)

한국 - ○( 학제외) - - - -

폴란드 - - - - - - - -

멕시코 - - - - - - - -

호주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스페인 ○ ○ ○ ○ - - - -

터키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벨지움 ○ ○ ○ ○ ○ - ○ -

덴마크 ○ ○ - - - ○ -

아이슬랜드 ○ ○ ○ ○ - - ○ -

Czech Republic - ○ ○ - - - ○ -

핀란드 ○ ○ ○ ○ - - ○ -

그리스 - - - - - - ○ -

헝가리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룩셈부룩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 스 - - - - - - - -

주:‘-’ : 보고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자료: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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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론  타당성 

 간 흡연은 담배연기 에 유해물질들이 필터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므로 직 흡

연보다 건강에 끼치는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연기 에는 발암물질 

는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과 수많은 유해물질이 심장질병이나 폐암 등에 원

인이 되어 왔다(US EPA, 1992). 미국 암 회에서 조사한 생담배연기의 험성은 

생담배 연기를 계속 흡입하게 되면 니코틴 독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흡연자에

서 뿜어 나오는 연기보다 더 독성이 강하고 발암성 물질도 많다고 발표하 다. 따

라서 간 흡연자도 흡연자와 같은 비율로 폐암이나 폐기종을 일으켜 사망률을 보

인다(Baker F, 2000).  다른 연구에서는 15세 이상 유럽인  79%가 간 흡연에 

노출된다고 추정하 고, 미국에서 보고서는 모든 비흡연자들  88%가 간 흡연에 

노출된다고 하 다. 남아 리카의 최근 연구에서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  64%가 

집에 최소한 한명의 흡연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 다(Greenberg R, 1989, Crone 

M, 2001).

 WHO (2001)는 간 흡연으로도 흡연과 동일한 질병을 앓게 된다는 사실을 지 한 

바 있다. 그동안 수행된 수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WHO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주

고 있다. 미국의 EPA는 간 흡연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서 성인 비흡연자에

게서 폐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  질환에 한 험을 높이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EPA, 1992) 한 간 흡연은 압의 증가, 말 의 

수축, 소 의 감수성을 감소시켜 쉽게 응고되게 하고, 동맥 내피에 직 인 손

상을 주어 심장에 산소공 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키는 등 

성 심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tsuka R. et al., 2001).

  외국에서 간 흡연 피해에 한 연구는 주로 기에 사업장 간 흡연에 따른 근

로자의 피해와 가정에서 배우자 흡연에 따른 피해 혹은 부모의 흡연에 따른 자녀

들의 피해를 심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사업장에서 간 흡연 규제가 엄격해

지자 상 으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식당과 술집에서의 종업원 피해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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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가. 작업장에서의 간 흡연 피해

  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에서의 간 흡연은 가정에서의 노출보다 약 2

배 정도 치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에서 간 흡연 결과 국에서는 일년에 

7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집이나 스토랑에서의 간 흡연 노출 

문제는 심각하여 술집이나 스토랑 종업원은 흡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보다 평균 

3배 이상 간 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국 객업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명씩 간 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1996년 이후 10%에서 50%로 증가하 음

에도 불구하고 여 히 국 종업원 10명  한명은 흡연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mbes, 2004). 

  홍콩에서 직장 간 흡연으로 인한 이환율을 추정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McGhee, et al., 2002). 비흡연 정규직 종사자 1961명  47.5%는 직장에서 간 흡

연에 노출되었으며, 26%가 가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노출은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이, 기혼자가, 교육수 이 낮을수록, 수입이 을수록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간 흡연에 노출된 종사자의 37% 

이상은 호흡기 질병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  

흡연으로 인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간 흡연은 보건의료 이용에 한 비용을 발생

시키고 특히 사업장을 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고용주와 그 종사자에 의해 부

가 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사업주가 28%를, 국가가 8%를, 개인이 63%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에서의 간 흡연 피해

  외국에서 배우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이 사는 경우 허 성 심질환에 걸릴 확률은 3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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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이는 하루 담배 한갑 피우는 사람의 반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Law, 

et al., 1997) 1966-1981년까지 14년간 흡연 남편의 부인을 추  조사한 결과 비흡연 

남편의 부인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흡연으

로 인한 부비강암과 뇌암의 발생이 흡연 남편의 흡연량에 따라 증가하며, 특히 부

비강암은 남편의 흡연량이 1~14개피, 15~19개피, 20개피 이상으로 많아지면 발생

험도는 3.03, 4.25, 4.3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ayama, 1998). 간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험도는 배우자가 흡연하는 남성에서 1.27배, 여성은 

1.13배로 비흡연자를 배우자로 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mes EE, 

Geoffrey CK, 2003). 한편, 흡연자를 아내로 둔 남편이 흡연자 남편을 둔 아내보다 

폐암에 걸릴 상  험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흡연자 아내를 둔 남성 

배우자가 폐암에 걸릴 상 험도는 비흡연자 아내를 둔 남성 배우자 보다 1.48배 

높았고, 흡연자인 남편을 둔 여성 배우자의 상 험도는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Zhong et al., 2000). 

  부모의 흡연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성의 흡연은 태아의 건강에 치명 인 향을 미친다. 담배의 니코틴은 

탯 과 자궁의 을 수축하여 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태아의 심 계의 액량을 감소시켜 조산, 체 아, 사산, 성 아사망

증후군(SIDS)의 험을 높인다 (US DHHS, 2001). DiFranza (1995)는 임신기간  

간 흡연을 한 산모의 아이에게서 성장 하로 인한 체   성 아사망증후

군의 증가를 찰한 바 있다.

  어린이들의 폐는 완 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 흡연에 특히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간 흡연에의 노출은 어린이들의 성 아사망증후군(SIDS), 천식유

발  악화, 기 지염, 폐렴의 험을 높이며 체 아 출산, 이염과 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4). 다른 연구에서도 흡연 가정의 

소아와 청소년은 천식, 폐렴, 기 지염의 험도가 더 높다는 사실이 지 된 바 있

다 (Colley, et al., 1974; Strachan and Cook, 1997) 흡연 가정에서의 소아와 청소년은 

후각신경에 장애가 생길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ageris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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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에서 간 흡연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임상 양상을 비교하여 간 흡연이 

천식 성악화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김지  외 2002). 

고  안암병원 알 르기클리닉 천식환자 101명 상으로 의무기록  가족 상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흡연 노출과 입원횟수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이

러한 연구 결과 간 흡연에의 노출이 천식의 악화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련이 

있다는 사실이 지 되었다.

 

다. 음식  등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간 흡연 피해

  조성일 (2002)은 흡연자, 간 흡연자, 비흡연자 각각에 해 소변내 코티닌을 측

정하고 조사 상자를 둘러싼 공기  니코틴을 측정하 다. 서울시 음식  종업

원의 간 흡연 노출량을 측정한 연구 결과, 니코틴 농도는 평균 22.4, 범  

2.7~107.2ng/mL 로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코티닌 농도는 평균 77.3, 범  

17.3~174.6ng/mL로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 이산화질소의 경우 종업

원이 근무하는 음식  내의 농도가 종업원이 거주하는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종업원 상 설문 조사 결과 종업원의 건강에 한 자신감은 다수(69.6%)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호흡기 련 감염 횟수는 0~3회가 부분이었으며 

(91.3%), 음식  근무환경으로 호흡기감염이 증가하 다고 보고한 경우는 17.4%

다 (고 림 외, 2002). 

  조성  (2004)은 5개 식당의 비흡연자 종업원 30명을 상으로 식당 는 가정에

서의 기  니코틴 노출 정도를 측정하 으며, 종업원의 머리카락을 상으로 

니코틴  코티닌을 측정하 다. 연구 결과, 기  니코틴 농도와 머리카락  

니코틴  코티닌 농도는 식당 종업원의 간 흡연 노출과 한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머리카락  니코틴은 코티닌에 비하여 기  니코틴 노출을 더 

정확하게 측할 수 있었다. 근무  환경 노출(평균 25.27㎍/m3)과 개인 노출

(16.16㎍/m3) 간에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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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서 니코틴은 평균 2.54ng/mg (0.36~6.80ng/mg), 코티닌은 

0.80ng/mg(0.21~1.65ng/mg)이 검출되어 두 농도 분포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5년 이용시설 23개 지역의 실내공기와 비흡연자

의 소변  니코틴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역 등 공공

이용시설 7개 지역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락시설  극장을 

제외한 pc방, 오락실, 만화방 등은 공기  는 비흡연자 소변 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간 흡연의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오락시설

에서 흡연실과 비흡연실의 완 한 차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 한다. 실외 만남의 

장소에서도 기와 비흡연자 소변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간 흡연의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외라 하더라도 간 흡연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원 등 만

남의 장소에서는 연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연구는 지 하 다.

  미국의 연구 결과 도박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간 흡연 노출 수 은 사무

직 종사자의 2.4배 으며, 식당종사자의 1.5배로 나타났다. 빙고게임 구역의 종사자

들은 사무직 종사자의 무려 18.5배 으며, 일반식당종사자의 11.7배 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규정한 발암 해성기 의 무려 47배에 해당한다. 이른바 “환기시설이 잘 

되어있는” 카지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코티닌(활성니코틴)수 이 다른 흡

연가능 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비해 300 - 600% 높았다. 담배연기로 차있는 

카지노 내부는 러쉬아워 시간의 고속도로보다 발암물질이 공기 에 50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카지노 내부를 연구역으로 한 뒤 실내 오염물질 농도는 에 띄게 

어들었다.  환기가 카지노 내에 일하는 종사자들을 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Delaware의 Wilmington에 설치되어 있는 최신식 환기설비

는 카지노 종사자들을 간 흡연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 카지노를 

연시설로 정한 뒤 간 흡연으로 인한 carcinogen PPAH  다른 물질들의 농도가 

하게 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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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질병과 련성 

  ○ 폐암

  1986년 외과의사 회 보고서에 따르면 간 흡연이 건강한 비흡연자에 해 폐암

을 포함한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 다. 한 국립연구 원회(1986

년)도 간 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비노출된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비교

험도가 1.24～1.61 정도라고 평가하 으며, 계속해서 간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는 역학 인 증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국

내 연구로서는 160,130명의 한국 여성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재 남편이 

흡연자일 경우 아내가 간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 험도가 1.9배이고, 남편이 담

배를 끊은 상태 일 때는 1.3배, 그리고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을 하 을 때 아내의 

폐암 발생 험은 3.1배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지선하 등, 1999). 

  

  ○ 심 계 질환

  Steenland의 역학조사를 통해 미국의 경우 1년에 35,000-40,000명의 허 성 심질

환 사망자의 원인이 간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992년 8월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Cardiopulmonary and Critical Care의 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를 바탕으로 “간 흡연은 심 계 질환과 사망에 요한 방 가능한 원인이다”

라고 선언하 다. 간 흡연으로 인한 성 심 계 효과는 소 의 감수성을 감

소시켜 쉽게 응집되게 하고, 심장에 산소공 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다. 한, 심 계에 미치는 만성 인 효과는 

내 소 의 수를 증가시키고 응집을 가져오며 섬유성 라큐를 유발한다고 

하 다. 

  한, Howard는 간 흡연이 경동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음 로 경

동맥 IMT (imtimal-medial thickness)를 측정하 으며 12,953명의 남녀를 상으로 1

주당 최소한 1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었다고 자가보고한 사람을 환자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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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단면연구를 시행한 결과 간 흡연자에서 경동맥의 IMT가 0.017mm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Celermajer는 건강한 은 성인 78명을 상으로 하루 1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된 간 흡연이 완동맥의 내피 손상을 보이는가에 한 연구에서 

간 흡연의 강도와 내막손상의 정도 간에 양-반응 련성을 보고하 다.

  ○ 천식

  오스트 일리아 국립보건의학 연구 원회(NHMRC)의 보고서(1987년)에서 간 흡

연과 천식간의 연 성이 보고되었으며, 미국 환경보건청(1992년)에 의해 간 흡연

은 아동의 천식을 악화시키는데 원인  연 성이 있으며 천식의 발생에 있어서 암

시 이나 확증 이지 않는 원인  연 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많은 연구들  

부분 간 흡연의 노출과 천식이 있는 아동의 이환율의 증가는 연 성이 있다고 

보고하 고, 일부 연구들은 아동에서 천식이 새롭게 발생하는 수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이로써 아동에서 ETS와 천식간의 원인  연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보고하 다.

  ○ 하부 기 지계 질환

  오스트 일리아 NHMRC(1987년)에서 간 흡연과 호흡기 질환의 연 성이 있다

고 보고하 고, 한 모성의 흡연이 아동의 기 2년 동안 하부 기 지계 질환과 

연 성을 보이나 후기 아동기에서는 다소 약한 연 성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미

국 환경보건청(1992년)에 따르면 ETS에 노출된 아동들은 노출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험성이 더 높다고 하 으며 가정에서 ETS의 

노출은 호흡기 증상과 원인  연 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즉, ETS의 향은 2세 

미만의 아동에서 가장 심각한 향을  수 있다고 하 다.

  

  ○  폐기능

  미국의 외과의사 회(1986년)에 따르면 모성의 흡연이 아동의 폐기능을 감소시

킨다고 보고하 고, 오스트 일리아 NHMRC(1987년)의 경우 간 흡연과 폐기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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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연 성은 약하므로 임상 으로 유의한지 규명하기 해 향후 추 연구가 필

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미국 환경보건청(1992년)은 ETS 노출과 폐기능 감소간

의 원인  연 성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결론 으로 임신기간 동안의 모성 흡연

은 기 유아의 폐기능을 손상시키고, ETS는 이미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

는 아동에서 호흡기 질환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훨씬 더 폐기능에 항을 미치는 

결과를 보 다.

  ○ 기 지 과민반응성

  1997년 오스트 일리아 NHMRC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에서 ETS의 노출이 기

지 과민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 성이 있다고 확증할 수 없으나, 천식 아동

에게는 이와 같은 향이 발생한다고 제안하 다.

  ○ 성유아 사망증후군

  1997년 오스트 일리아 NHMRC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연구들에서 임신기간동

안 모성 흡연은 성유아 사망증후군의 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 기

존의 11편의 논문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ETS로 인한 성유아 사망증후

군의 발생 험이 2.98(95% CI : 2.51-3.54)로 나타났으며 최근 연구들은 출생 후 

ETS의 노출이 한 성유아 사망증후군과 연 성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 는데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유아 사망증후군과 ETS는 원인  연 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 다.

  

  ○ 이 질환

  1997년 오스트 일리아 NHMRC 보고서에 의하면 ETS와 이질환의 연 성에 

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다소 불일치하고 있으나, ETS의 노출과 분출이 있는 

이염간의 연 성이 있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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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 흡연 황

  간 흡연의 실태를 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제한되어 있는데, 서미경 등

(2007)의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과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간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하 으며, 30%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피해

를 받는다고 응답하 다. 비흡연자의 경우 간 흡연의 피해를 받을 때 그냥 참거

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등이 부분을 차지했다. 간 흡연 장소는 실외보

다는 실내가 많았는데, 실내 공간은 술집, 음식 , 만화방, PC방, 게임방, 숙박

업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등이 많았고, 실외 공간은 등산코스, 유원지, 

놀이동산, 길거리 등이었다. 한편,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 흡연에 노

출된 비율은 가정 18%, 직장 52.6% 등으로 직장에서 노출시간이 많았다. 한편, 서

울시내 소재 165개 건물에 해 흡연구역 실태  이용자의 만족도․이용률을 분

석한 결과(보건복지부․한국건강 리 회․연세 학교, 2000), 비흡연자의 50.2%는 

매일, 28%는 2~3일에 한번이라도 건물 내 담배연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추진방향

가. 연구역의 확

  1) 개요

  간 흡연을 방할 수 있는 실 인 방법은 연구역  시설을 확 하는 것이

다. 이를 해서 재 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16개 공공시설의 범 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를 개정하여 연차 으로 확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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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하여  흡연장소를 규제하는 것이다. 비흡

연자를 보호하기 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15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률 

하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애숙, 2001). 미국의 경우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통하여 담배 소비량이 4~1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The World Bank 1999),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흡연구역을 규제하는 건물의 직장인에서 흡연구역규제 후 흡연량이 감소하 다는 

응답이 57.5%이며, 반 로 직장에서 흡연규제를 철폐 할 경우 다시 흡연율이 증가

할 것이라는 응답이 66.9%로(김한  외, 2001) 흡연 장소 규제는 흡연자의 흡연률 

하의 효과까지 있다.  

  2)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를 개정하여 공 이 이용하는 모든 시

설에 해서 차 으로 면 연구역을 실시한다. 사업우선 순 는 상자를 기

으로 할 경우 어린이(출입이 가능한 장소)→청소년→성인 순으로 련된 시설에 

해서 용하며, 공간으로는 실내→실외로 용범 를 확 한다.  

 나. 법령지도 단속

  1) 개요

  법 개정을 통하여 연구역‧시설을 지속 으로 확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수할 때 그 의미가 실 된다. 따라서 연구역‧시설의 법규 수 실태를 지도‧

감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연구역을 아무리 엄격하게 규정해 

놓아도 실제 으로 이에 한 감시 감독이 철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 흡

연 규제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음식  등  이용시설의 연구역 수실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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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에 불과한 실(서미경 외, 2007)에서 연구역‧시설의 법규 수 실태를 지도

‧감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흡연구역을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을 잘 지키지 않거

나, 흡연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화장실, 복도 등 열린 공간일 경우에는 흡연

자와 비흡연자간의 니코틴 함유량의 차이가 다(백남원, 2002).

  2) 내용

  보건소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할 지역의 연구역‧시설의 법규 수 실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법규를 반한 시설에 해서는 형사고발, 범칙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음성 인 흡연이 이어나지 않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심

으로 연구역지정  운 여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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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담배포장라벨  담배 고제한 등 규제강화

  1.  담배의 험성 경고 

가. 황 

  1) 국내 황

  담뱃갑에 흡연의 험을 알려주고 건강을 교육하는 담뱃갑 경고문은 효과 인 

연과 건강교육 정책 방법으로 지난 40년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1991

에는 77개국에서 담배 제품에 건강 경고문이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

년도에 담배규제국제 약(FCTC)에 서명하 으므로 2008년까지 담배포장  라벨

링 규제,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 사용 지, 건강경고(그림과 ) 포함, 

담배에서 배출하는 독성성분 기재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담배

갑 경고문이 게재하기 시작한 이후, 1985년부터 ‘담배는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문구를 담배포장지 앞 

뒷면 30%에 표기하고 있으며 6개의 독성, 발암물질 표기가 2008년부터 추가될 

정이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경고문구의 면 을 확 하고, 경고그림을 게재하고, 자모양

과 색을 구체 으로 명료화하여야한다. 담배갑의 디자인 제한과 “ 타르”, “숯” 등 

담배에 한 잘못된 인상을  수 있는 오도 문구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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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CTC 황  

  담배제품의 포장과 라벨을 규정하고 있는 FCTC 11조에서는 담배 상표명이 국제

화되어가고 있으므로 개별국가별로 문화 으로 오도되는 표기를 막기 해 국제

인 기 을 권고하고 있으며, 담배의 해독을 오도할 수 있는 용어(“부드러운, soft”), 

다른 색깔(“라이트"-lighter 랜드 신에 하얀색 포장), 다른 숫자(1mg등), 다른 

험감소 표기(숯담배등)에 한 명확한 정의와 규제를 권하고 있다. “라이트-light”, 

타르-low tar“ ”마일드-mild“같은 용어는 담배 랜드를 바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해로움을 이기 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지만, ”라이트“로 바꾼 것이 질병 험

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라질, EU, 캐나다는 “라이트”, “마

일드”와 같은 용어를 지하고 있다. 

  3) 외국 황  

  가) 그림경고 

  담배에 한 포 인 경고는 청소년과 많은 은 성인들에게 담배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WHO,2008). WHO-FCTC(2003)는 약 제 11조

항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으로 하여  담배갑 포장  라벨규제를 도입  강화하

도록 진하고 있고, 2008년 재 30% 이상의 담배갑 그림경고를 표기하는 국가는 

15개국이다(WH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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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국가별 그림경고 도입 현황 

국가 시작년도 경고그림크기평균(앞면/뒤면)  내용 

1 캐나다 2000.12 50% (50%/50%)
- 매2년 순환, 그림경고16개사   

 용, 상단 치, 어/불어 표기 

2 라질 2002.2 (앞,뒷면  한 면 100%) - 매2년 순환, 10개그림경고사용

3 싱가폴 2004.7 50% (50%/50%)
- 매2년 순환, 6개그림경고사용,  

  상단 치 

4 베네주엘라 2005.1 (한 면이 100%) - 10개 그림경고 사용 

5 요르단 2005.1 60% (30%/30%) - 1개 경고 사용, 하단 치 

6 태국 2005.3 50% (50%/50%)
- 매2년 순환, 9개그림경고사용,  

  상단 치 

7 호주 2006.3 60% (30%/90%)
- 매년순환,2개 set(각세트 7개

  포함), 상단 치 

8 우루과이 2006.4 50% (50%/50%) - 8개 그림경고 사용, 하단 치 

9 칠 2006.11 50% (50%/50%) - 치: 하단

10 인도 2007.2 50% (50%/50%) - 4개 그림경고 사용, 하단 치 

11 벨기에 2007.4-6 56%(48%/63%,경계선포함)
- 14개 경고그림사용, 하단 치, 

독어,불어, 미쉬 3국어표기 

12 홍콩
2007.10.2

7
50%( 50%/50%)

- 매년순환(6개 메시지 각각), 

상단 치, 어/ 국어 표기 

13 루마니아 2008.7.1 50%(50% /50%) - 14개의 그림경고 사용

14 뉴질랜드 2008.2  60% (30%/90%)
- 14개 그림 사용, 상단 우치, 

어/마오리족어 표기

15 국 2008.10.1 ( / ,경계선 포함) - 15개 건강경고 사용 

16 나마 
2008년 

법제화
50% (50%/50%)

17 스 스
2010년 

발효 정 
56%(48%/63%,경계선포함)

자료:Physician's smoke-free Canada

  (1) 캐나다 

  캐나다는 WHO-FCTC(2003)보다 앞서 2000년 The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SOR/2000-272)을 도입하고 담배갑 그림경고를 표시하기 시작하 다(캐

나다 보건부,2001,200611)). 그림경고는 담배갑 주요 표시면의 50%의 면 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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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치는 담배갑 상단이며 언어는 어와 불어로 표기하고 그림경고는 16개의 

그림을 사용하며 매 2년마다 순환 표기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새로운 담배갑 그

림경고 도입 직후 조사(2000년 11월-12월)에서 그림경고에 한 회상력이 체 

63%, 성인흡연자 72%, 성인비흡연자 55%, 청소년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3년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 흡연자 56%가 건강경고 메시지로 인하여 흡연량을 

이고, 57%는 다른사람들 주 에서 흡연을 덜하게 된다고 응답하 고, 성인의 경

우  39%가 흡연량을 이는데 효과 이라 응답하 다.

  이러한 근거로 하여 2004년에는 좀 더 강력한 과학  근거와 그림을 포함한 새

로운 건강경고를 표기하 다. 그 이후 성인흡연자 다수가 담배갑 건강경고(그림

포함)를 정보자원으로 활용하 고, 성인흡연자 46%와 청소년 55%가 건강경고 메

시지가 연시도에 효과 이었으며, 성인흡연자 39%와 청소년 흡연자 53%는 흡연

량을 이는데 효과 이라 응답하는 결과를 얻었다. 2005년 조사결과에서는 썩은 

이/입의 이미지의 경우 성인흡연자 43%, 청소년 34%가 기억하고, 폐암을 기억하는 

경우는 성인흡연자 30%, 청소년 34%, 담배피우는 여성은 성인흡연자 27%, 청소년 

19%가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미국, 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의 성

인흡연자 9058명을 상으로 담배 험에 한 흡연자들의 지식과 담배갑 경고의 

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고규제를 가진 국가의 흡연자들이 건강지식이 더 높

았고, 특히 캐나다의 경우처럼 크고, 내용이 포 이며, 그래픽이 포함된 경고가 

담배의 건강 험을 달하는데 좀더 효과 이었으며(Hammond D et al,2006)12), 

한 크고 생생한 건강경고의 향이 좀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ammond D et 

al,2007)13) 

11)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12) Hammond D, Fong GT, McNeill A, Borland R, Cummings KM. 

Effectiveness of cigarette warning labels in informing smokers about the risks of smoking: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 Four Country Survey.

Tob Control. 2006 Jun;15 Suppl 3:iii19-25.

13) Hammond D, Fong GT, Borland R, Cummings KM, McNeill A, Driezen P. 

Text and graphic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four 

country study.Am J Prev Med. 2007 Mar;32(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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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주 

  호주는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Tobacco) 

Regulations 2004에 의해 2006년 3월 1일부터 그림을 포함한 담배갑 건강경고가 표

기되기 시작하 다. 그림경고 면 은 담배갑 앞면 상단 30%(경고문구 + 경고그림), 

뒷면 90%(경고문구 +경고그림  련 정보메시지 + 연 화 로고  번호) 차

지, 치는 담배갑 상단, 언어는 어로 표기, 그림경고 14개는 set A(7개 그림경

고)와 set B(7개 그림경고)로 구분되어 매 12개월마다  순환 표기하도록 하 다.  

  그 결과 2006년 1차 그림경고 앞 30%, 뒷면 90% 표기 후 연도움을 요청하는 

상담 화 수가 2005년 80000통에서 2006년 165000통으로 2배 이상 증가하 다. 

2006년 미국, 국, 캐나다, 호주의 성인 흡연자(9058명)를 상으로 화조사 한 

결과에서는 좀 더 크고 생생한 그림경고가 건강 험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효과

이며 그 향이 흡연자에게 범 하게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D Hammond, 

2006). 이에 따라 2007년 사용할 2차 그림경고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로서 

폐암, 심장질환, 맹인, 태아에 미치는 흡연의 향, 흡연의 독성과 독성물질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그림경고를 개발하여 표기할 것을 2006년 11월에 공포하 다. 2007

년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 학생 4000명을 상으로 새로운 담배갑 그림경고제의 

도입 과 후의 조사를 실시하 다. 새로운 건강경고 표기 6개월 후 조사 결과에

서는 77%의 학생이 담배갑 경고를 보았고, 이  88%는 새로운 건강경고를 보았

다고 응답하 다. 한 담배갑 그래픽건강경고라벨 도입 후 담배갑에 한 “cool", 

"good" 이미지를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고라벨에 하

여 자주 생각하고 말하며 특히 흡연경험이 있거나 흡연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연

에 하여 좀 더 생각한다고 하 으며, 그래픽건강경고에 하여 말하 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흡연욕구가 감소한 것을 보 다. 

  (3) 라질 

  라질은 Revokes RDC nº 104 date 31 May 2001에 의해 2002년 2월 이후로 

라질에서 매되는 모든 담배의 한 면에 100% 건강경고 메시지를 표기하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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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 하 다. 10개의 그림경고를 사용하여 매 2년 순환표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경고 도입 과 후를 조사(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2003)한 결과 

2002년 4월 그림경고 실시에 한 투표결과는 매우 정 으로 나타났는데, 126개 

지역의 18세 이상 2216명의 참가자  76%가 그림경고를 찬성, 흡연자  73%가 

그림경고를 찬성, 67%는 그림이 연하고 싶은 열망을 증가시킨다고 응답하 다. 

한 소득층 흡연자의 73%는 새로운 그림경고가 연욕구를 증가시키고, 청소년

(18-24세)의 83%는 담배갑 그림경고를 찬성하 다.  다른 정 인 근거로는 담

배갑에 연상담 화번호 인쇄 후 상담 화 수가 아래 그래 에서처럼 차 으

로 증가하 다. 그리고 그림경고 표기법을 강화한 후 상담 화 사용자 32664명을 

면담한 결과 92.62%에서 담배갑을 통하여 상담 화 번호를 알게 되었고, 상담 화 

사용자의 흡연자 67%에서 그림이 포함된 새로운 경고를 보았을 때 스스로 연하

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  

 [그림 3-2] 라질의 그림경고 과 후의 상담 화 수(2001-2002)

  (4) 태국 

  태국은 Tighter Tobacco Control Regulations (18/03/2005)에 의해 2005년 3월 모든 

담배갑에 건강경고를 크게 하고 흡연으로 야기되는 불쾌한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

다. 1차 그림경고 표기(2005년 3월 5일)는 담배갑 앞,뒷면 모두에 어도 50%의 

건강경고를 포함하 고, 2차는 2007년 새로운 set 1(9개의 건강경고)이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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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8세 이상 성인흡연자를 상으로 담배갑 경고라벨의 효과를 평가한 조

사결과에서는  경고라벨을 좀 더 자주 본 흡연자일수록 경고라벨이 흡연의 건강

험에 한 생각을 하게 하 고,  좀 더 연에 한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Buppha et al, 2006). 또한 연을 진하고 흡연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강경고 라벨의 효과에 한 근로자들의 인식  반응 연구에서는 2005-2006년 동

안 4개 지역의 직장 내 근로자 1637명을 상으로 코호트연구, 설문조사, 심층면

조사 등을 활용하여 질   양 으로 조사하 는데 그 결과 가장 인상 인 새로

운 건강경고로는 흡연으로 인한 암이고, 새로운 건강경고를 본 후 연율은 3.8%

로 나타났다(Silpasuwan et al, 2008).    

  나) 오도성  기만성 문구  

  수십 년 동안 담배회사에게 알려져 왔던 오도성 는 기만  용어가 건강 험을 

이지 않는다는 결정 인 과학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의 40% 이

상은 ‘라이트’, ‘ 타르’ 등과 같은 오도성 는 속이는 용어의 사용을 방지하지 않

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WHO,2008). 2008년 WHO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포장에 

기만  는 오도성 용어사용을 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국

가 26개국과 릭스 국가 2개국으로 총 28개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1) 캐나다 

  캐나다 보건부는 1998-99년 ‘라이트’와 ‘마일드’담배에 한 흡여자의 태도를 조

사하 다. 그 결과 흡연자 39%가 건강을 이유로 ‘ 귤러’에서 ‘라이트’와 ‘마일드’ 

랜드로 환하 고, 49%의 흡연자가 ‘라이트’의 의미가  타르,  니코틴 는 

 카본 모노사이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 으며, 28%는 ‘마일드’ 용어가 타르, 니

코틴, 카본 모노사이트가 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응답하 다. 한 용어상 혼란

에 한 질문에서는 캐나다 흡연자의 59%가 ‘라이트’와 ‘마일드’라는 문구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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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 국가별 흡연경고 비교  

구분 국가

흡연경고

오도성 

용어 

사용 

지

경고

면

각 

담배갑/라

벨에 

표시

흡연

해성 

묘사

문구의 

가시성

(크고 

분명하게) 

순환 표기언어

G7

국가

미국 - 경고문구 비의무

국 - 30% ○ ○ ○ ○ 국어

독일 ○ 30% ○ ○ ○ ○ 국어

랑스 ○ 30% ○ ○ ○ ○ 국어

일본 - 30% ○ ○ ○ ○ 국어

캐나다 ○ 50% ○ ○ ○ ○ 국어

이탈리아 ○ 30% ○ ○ ○ ○ 국어

릭 스

(BRICs) 

라질 ○ 50% ○ ○ ○ ○ 국어

러시아 - 4% - - - - -

을 주고, 38%는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 하여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14). 이러한 근거를 토 로 캐나다는 2007년 8월 4일에는 ‘라이트’와 ‘마일드’ 용

어사용을 지하는 입법안을 공표하 다(캐나타 보건부,2007).

  (2) 라질 

  2001년 라질이 ‘라이트(light)’, ‘  타르(low tar)’, 는 ‘스무스(smooth)’같은 용

어사용 지를 포함하여 소비자로 하여  타르 양을 잘못 해석하도록 이끌 수 있

는 어떤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하 다.   

  (3) 유럽 연합 

  2003년 9월 ‘라이트’와 ‘마일드’ 와 같은 용어를 담배갑 상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지하 다15).  

14) 캐나다보건부 http://www.hc-sc.gc.ca/ahc-asc/media/nr-cp/_2007/2007_99-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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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도 ○ 50% ○ ○ ○ ○ 국어

국 경고문구 비의무

추 가 비 

교국가
싱가폴 ○ 50% ○ ○ ○ ○ 국어

OECD 

국가(23

개국)

한국 - 30% ○ ○ ○ ○ 국어

폴란드 ○ 30% ○ ○ ○ ○ 국어

멕시코 - 25% - - - - -

호주 ○ 60% ○ ○ ○ ○ 국어

뉴질랜드 - 60% ○ ○ ○ ○ 국어

스페인 ○ 30% ○ ○ ○ ○ 국어

터키 ○ 30% - - - - -

오스트리아 ○ 30% ○ ○ ○ ○ 국어

벨지움 ○ 35% ○ ○ ○ ○ 국어

덴마크 ○ 30% ○ ○ ○ ○ 국어

아이슬랜드 ○ 30% ○ ○ ○ ○ 국어

Czech

Republic
○ 30% ○ ○ ○ ○ 국어

핀란드 ○ 30% ○ ○ ○ ○ 국어

그리스 ○ 30% ○ ○ ○ ○ 국어

헝가리 ○ 30% ○ ○ ○ ○ 국어

아일랜드 ○ 30% ○ ○ ○ ○ 국어

룩셈부룩 ○ 30% ○ ○ ○ ○ 국어

네덜란드 ○ 30% ○ ○ ○ ○ 국어

노르웨이 ○ 30% ○ ○ ○ ○ 국어

포르투갈 ○ 30% ○ ○ ○ ○ 국어

슬로바키아 ○ 30% ○ ○ ○ ○ 국어

스웨덴 ○ 30% ○ ○ ○ ○ 국어

스 스 ○ 30% ○ ○ ○ ○ 국어

주:‘-’ : 보고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자료: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08

15) 미국암 회(ACS),2003;“"LIGHT”", “"LOW-TAR”" & “"MILD”":

WHY THE FCTC MUST BAN MISLEADING DESCRIPTORS,(Februa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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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  타당성 

  국내 연구로는 담뱃갑 연 경고문구와 그림 경고문의 비교(김 숙, 김  등. 

가정의학회지 2004; 25(6): 469-474)와 담뱃갑 경고 그림의 종류에 따른 연 유도

효과(김 등, 가정의학회지 2007; 28(12): 923-930)와 바람직한 담배갑 그림경고의 

조건(김 , 김일순. 임상건강증진학회지 2008) 가 있다.

  시각디자인 공 학생 흡연자를 상으로 그림경고문이 부착된 담뱃갑과 경고

그림이 부착된 사진을 보여  후 경고 문구는 인지도와 연효과에 하여, 그림

경고문은 시각효과와 연효과에 하여 평가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담뱃갑 경고 

문구는 인지도에 비하여 연효과가 낮게 평가 되었다(P<0.001). 그림경고문의 시

각효과와 연유도 효과는 비슷한 정도로 평가되었다(P=0.652). 그림경고문이 행 

담뱃갑 경고 문구에 비하여 연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 되었다(P<0.001). 성별, 

연계획 유무별, 질병의 인식도별 분석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그림경고문

에 한 평가가 경고 문구에 비해 우수하여, 흡연 억제를 해서는 담뱃갑에 그림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교육을 실시한 의과 학 학생(69명), 고등학생(67명), 일반 학생(50명), 시

각디자인과 학생(24명) 4개 그룹 210명을 상으로 그림 경고가 부착된 담뱃갑 64

개(캐나다 16개, 싱가포르 6개, 유럽 42개)를 보여  후 이미지 강도와 이미지 

성, 연 유도 효과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 다. 

  경고 그림의 이미지 강도에 따른 연 유도효과는 체 경고 그림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고(p=0.00), 각 국가별(캐나다, 싱가포르, 유럽) 이미지 강도에 

따른 연 유도효과도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p<0.05). 

이미지 성에 따른 연 유도효과는 체 경고 그림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

가 있었으며(p=0.00), 각 국가별(캐나다, 싱가포르, 유럽) 이미지 성에 따른 

연 유도효과도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p<0.05). 성별, 

상 군에 따른 상 분석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이미지 강도와 이미지 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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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유도효과가 유의한 양의 상 계에 있었다(p<0.05). 모든 상 군에서 이미

지강도가 강한 피해- 심 경고 그림의 연 유도 효과가 우수하 다.

  연 유도를 해 담뱃갑에 그림 경고문을 사용할 때에는 이미지 강도가 강한 

피해- 심 경고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며, 향후 한 이미지의 

그림 경고문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연구로는 2000년 12월 캐나다에서 담뱃갑 그림 경고가 시행된 이후, 담뱃갑에 

부착 후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 인 건강 정책의 효과를 규모로 

검증하여야하고, 다양한 문화  변인을 표 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까지 

경고문구 종류에 한 연구  가장 잘 설계된 것은 Borland가 1995년에서 시작된 

경고그림에 해 사 , 6개월 후 화 조사한 것으로 새로운 경고 문구가 더 효과

가 있다고 하여 시행되었다. 

  지 까지 이루어진 사회심리 인 연구(Strahan EJ. et al. Tobacco Control. 

2002;11(3):183-90)와 경구그림 시행의 결과에 따라 효과 인 내용과 과정원칙은 다

음과 같다.  

내용원칙

 1) 행동변화에 따른 정 인 행동과 신념을 증진시킨다.

 2) 이득 심 경고(gain-framed messages)를 사용하라

 3) 주 인 정상(subjective norms)을 강조한다.

 4) 목표 집단이 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에 을 맞춘다.(Focus on relevant 

attitudes of the target group)

 5)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킨다.(Increase perceived self efficacy)

 6) 사람들간에 의사소통(커뮤니 이션)을 진시킨다.

 7)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유도한다.

과정원칙

 1) 다양한 심고려 가능성(elaboration likelihood)에 따라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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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색상(color)을 고려하라

 3) 상징  이미지(Iconic symbolic images)를 활용하라.

 4) 경고그림의 교환하여 반복노출로 인한 피로를 방하라.

 5) 다양한 커뮤니 이션 경로를 이용하라

 6) 역 고 기법을 활용하라.

다. 추진방향

  1) 효과 인 담뱃갑 경고의 고안

  효과 인 담뱃갑 경고를 고안하기 해서는 목표로 하는 인구 상에 한 고려

가 필요하다. 청소년이나 성인  어느 쪽에 심을 둘 것인지, 흡연자만을 상으

로 할 것인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상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한

다. 결심  단계자에게 결심을 유도할 것인지, 결심 단계자들의 연 성공률을 높

일 것인지, 흡연 재발 방에 을 맞출 것인지에 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상 집단별로 나 어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여 효과 인 그림의 고안에 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경고 문구와 그림의 내용

  경고 문구나 그림의 주제를 직 으로 연으로 잡을 것인지, 연과 련된 

건강주제( 독, 간 흡연, 건강증진등)로 할 것인지, 기타 련 주제(환경, 경제등)

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한다.

  경고문구의 내용과 주제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 으로 할 것인지, 충격 이고 피

해- 심 메시지를 사용할 것인지, 정 이고 이득- 심의 메시지를 사용할 것인지, 

해학 으로 작성할 것인지를 생각해야할 것이다. 건강경고는 믿을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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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ble)의 정보(informative)를 인지도가 높게(noticeable) 달할 수 있어야한다.

  3) 경고 게시 과정

  담배규제국제 약에서는 담뱃갑 그림 경고의 크기를 앞, 뒷면의 50%로 권고하고 

있다. 크기뿐만 아니라 치( , 아래, 간, )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피로를 방하기 해 다양한 개수의 그림을 순환하여 게시해야한다. 그림의 개수

와 얼마간의 주기로 교체해야 할지에 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제작방법은 외국의 경고그림을 빌려올 수도 있으나, 우리 문화에 맞게 다시 개

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기존의 연 포스터를 개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시된 그림은 평가, 분석하여 계속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평가를 

한 코호트를 구축할 수도 있다.

  4) 연구의 강화

  재까지 흡연 경고에 한 연구는 기존 경고그림에 한 인식도나 인지도, 메

시지의 신뢰도, 주 인 느낌이나 효과측정에 제한되어 왔으므로 흡연자들의 흡

연 태도, 믿음,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성공

인 매체의 연 캠페인의 핵심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메시

지 구성이 효과 이더라도 어떤 내용이 가장 효과 인 조합인지 요도와 신선도

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담뱃갑 경고 그림의 실제 효과는 실제 부착될 경고문을 만들어서 검증해야하지

만 실 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실제 부착될 경고그림의 주제를 확정하고 효과를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상항과 유사한 상황과 집단을 상으로 경고그림

의 내용, 크기, 치, 색상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정책 입안자가 효과

인 경고그림을 용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심리사회  이론에 따라 효과 이라

고 알려진 흡연에 한 믿음, 태도, 행동에 향을 미치는 피해 심 경고와 이득 

심 경고의 조합과 그 효과에 해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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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들을 용하여 직 인 흡연행동보다 흡연 태도와 의도같은 연에 향을 

수 있는 심리사회 인 요인들을 섬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독성성분의 표기  

가. 황

  1) 국내 황

  국내 황은 담배포장지 앞 뒷면 6개의 독성, 발암물질 표기가 2007년 법제화 

되어 2008년부터 시행될 정이다. 

  2) FCTC 황16) 

  FCTC 제 11조(담배상품 포장  라벨링) 가이드라인 안에서 성분  방출물

질에 한 정보(information on constituents and emissions)의 표기는 WHO 약 조항

(article) 11.2항의 담배생산품의 각 소포(unit packet), 갑포장(package), 기타 상품의 

포장  라벨링이 조항(article) 11.1(b)에 명기된 경고 외에 국가기 (national 

authorities)에 의해 정의된 담배상품 련 내용  방출물질에 한 정보를 포함해

야 하고, 내용 는 방출물질에 한 정보는 건강경고  메시지에 한 일정부분

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설명이 주요 표시면의 추가 공간 는 면 등에  

16) Draft guidline 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as elaborated by the working 

group convened in accordance with decision FCTC/COP2(14)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t its second session



참고문헌 67

표시해야 한다. 한 회원국은 각 소화물(unit packet), 포장(package), 기타 상품의 

포장  라벨링을 한 질  설명은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에 한 연구에 기 하여 

로는 ‘이 담배연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와 ‘담배연

기는 당신에게 발암 화학물질 60가지 이상을 노출시킵니다.’ 로 표기해야 한다.  

한  회원국은 담배상품 포장  라벨에 하나의 랜드나 랜드 변화로 인하여 

좀 더 안 하다는 뜻을 내포한 담배 내용물  방출물에 한 양 설명 표기를 요

구하지 하며, 이에 한 는 ‘ 이 담배는 나이트로사민의 양 수 을 습니다.’ 

이다. 

  3) 외국 황  

  담배성분  방출물질의 공개는 담배의 해성을 알리는 요한 정보이다. 

WHO-FCTC는 담배제품의 유독성분이나 배출물질에 한 정보 표기 수 을 각 당

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미국암 회에 의해 담배에 한 FTC/ISO검사법의 용량 수치에 

한 결함이 제기되었고, 1997년 FTC는 FTC/ISO검사법에 문제가 있었으며 2가지 

다른 환경에서 측정한 것을 표기해야 할 것을 제안하 다. 최근 담배포장  라벨

링에 한 WHO-FCTC 워킹그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성분  방출물

질에 한 정보 표기 시 질  설명을 의무 으로 표기할 것과 더불어 담배상품 포

장  라벨에 하나의 랜드나 랜드 변화로 인한 좀 더 안 하다는 뜻을 내포한 

담배내용물  방출물에 한 양 설명의 표기를 요구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

다17).   

 

  가) 캐나다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SOR/2000-272)하의 독성물질 표기 규정

17) Working Group to elaborate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1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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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담뱃갑 측면에 6가지 화학독성물질(tar, nicotine, carbon monoxide, 

formaldehyde, benzene, hydrogen cyanide)의 성분 함량을 표기하고 있다. 방법은 조

항 9와 10의 “(a) 건강경고를 표시하는 면 이외의 담배갑의 면, 씹는 담배 는 코

담배(snuff)의 담뱃갑은 하단 50%이상 차지, (b) 흰 바탕, 자 크기는 10 포인트, 

검정색 Helvetica 굵은 형태 는 그 면의 70%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정보를 표기할 

수 없다면 면의 60%이상 차지, 그리고 (c) 방출물 는 성분의 원래의 이름(full 

name)을 사용하고, 화학공식 는 다른 축약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 “의 규정에 

따라 담배갑 측면에 표기된다. 표기의 로는 방출물질의 성분 수치 범 를 로 

‘Tar 14-34mg’으로 표기하고 있다(캐나다 보건부,2007)18)19).  

 
  나) 호주 

  호주는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Tobacco) 

Regulations 1994의 담배함유물질 표기 규정(측면)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타르, 

니코틴, 이산화탄소의 성분  설명이 담배갑 측면에 표기되기 시작하 다. 2006년 

3월 1일부터는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Tobacco) 

Regulations 2004 Statutory Rules 2004 No. 2641의 개정된 독성물질 표기 규정에 따

라 담배 성분  방출물질 성분의 함량표기 보다는 부정  건강효과를 제시는 것

으로 바꾸었다. 측면의 ‘담배함유물질 표기’를 ‘정보메시지’로 환하여 ‘흡연은 당

신을 40가지 이상의 화확물질에 노출시킵니다.’ 이 화학물질은 , 세포, 면역체

계를 손상시킵니다.‘ ’만성질병이나 조기사망의 험을 이기 해 지  연하십

시오.‘의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20)21). 표기방법은 내용이 명료하고 읽을 수 있어야 

18) 캐나다보건부

19)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SOR/2000-272)의 독성물질 표기 규정 

20) R Borland and D Hill, Initial impact of the new Australian tobacco health warnings on knowledge and 

beliefs, Tob. Control 1997;6;317-325, 

21)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Tobacco) Regulations 2004

Statutory Rules 2004 No.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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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담배갑 종류(cigarettes) 측면 정보메시지 표기면  

101 Flip-Top Pack

담뱃갑의  1면 체를 차지하여야 한다. 

 (a) 쪽의 립 부분을 제외 

 (b) 'tide man' 상표 공간 제외

102
Soft pack with seal that is not 

clear

담뱃갑  1면 체를 차지하여야 한다. 

 - 'tide man' 상표 공간 제외

102

A
Soft pack with clear seal 

담뱃갑  1면 체를 차지하여야 한다. 

 - 'tide man' 상표 공간 제외

103

Vertical carton—

semi-transparent

and non-transparent

담뱃갑 상자(carton) 1면 체의 25% 차지하여야 한다. 

104

Horizontal carton—

semi-transparent and 

non-transparent

담뱃갑 상자(carton) 1면 체의 25% 차지하여야 한다. 

105

Rectangular or square-shaped 

pack(other than a carton)(직사

각형 는 정사각형 모양)

담뱃갑 뚜껑부문을 제외하고 담뱃갑의  1면 체를 

차지하여야 한다. 

(a) 뚜껑부분 공간 제외

(b) 'tide man' 상표 공간 제외

106

Hexagonal or octagonal 

prism-shaped packs other than 

flip-top packs

(육각 는 팔각 기둥모양)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다른 면을 (side)면으로 보고, 

정보메시지를 수록할 경우 담배갑의  1면 체를 차

지하여야 한다. 

107
Cylindrical-shaped pack

(원통모양) 

담배갑 바깥 면 모두를 면으로 보고, 정보메시지는 담

배갑 바깥면 체의 25%를 차지하여야 한다. 

108 

pack of a shape or size not 

mentioned in item 101 to 

107(101-107까지 언 되지 않

은 모양  크기 담뱃갑)

담배갑의  1면 체를 차지하여야 한다. 

-  'tide man' 상표 공간 제외

출처: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Tobacco) Regulations 2004
Statutory Rules 2004 No. 2641, http://www.smoke-free.ca/warnings/laws/australia.pdf

하고, Helvetica 굵은 서체, 검정바탕에 흰색 자, 면 체에 가득 차도록 가능한 

크게 표기하도록 하 다. 

   한  다양한 담배갑 모양에 따라 표기 면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3-11> 호주의 담배갑 모양에 따른 측면정보메시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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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  타당성

  1950년도에 담배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발표 이후 미국 통상 원회와 담배 

회사는 기침과 후두 자극, 건강에 악 향을  수 있는 물질을 이고 규제하기 

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1960년 에 미국 통상 원회는 타르와 니코틴 측정의 

표  검사법을 정하 으며 1966년부터 이 규정에 따라 담배 회사에 claim을 제기

하기 시작했다. 1967년에 통상 원회는 자체 담배 검사실을 운 하면서 소비자와 

의회에 이 결과를 통보하 다. 

  1970년 에 고에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밝히는 규제법을 제정하려하 으나 주

요 담배 제조회사들이 자율 으로 통상 원회 검사실의 결과를 담배갑에 싣기로 

하여 법제정은 무산되었다. 1981년에 FTC는 일산화탄소에 한 표  검사법을 만

들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1981년에 Surgeon General 보고서는  타르담배가 폐암

험이 조  어들기는 하지만 "안 한 담배는 없다(No safe cigarette and no safe 

level)."는 결론을 내렸다. 1983년에 FTC는 검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흡연자가 

실제 흡입하는 양보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함량이 과소평가됨을 시사하 다.

  FTC/ISO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5mm 깊이의 port hole에 넣는다. 

(2) 자동 syringe를 사용하여 60  간격으로 2 간 35mL를 흡입한다.

(3) 23mm 남거나 filter와 overwrap 종이에서 3mm 남을때까지 태운다.

(4) 연기 모 (puffs)에서 filter로 분진 물질(total particulate matter, TPM)을 걸러낸

다.(가스 형태의 일산화탄소나 니코틴은 걸러낼 수 없다.) 

(5) TPM의 니코틴 량을 니코틴 검출량(nicotine yield)으로 하고 TPM에서 니코틴과 

수분량을 제외한 것을 타르 검출량(taryield)으로 정한다.

(6) 가스의 일산화탄소 함량을 측정하는 실험실이나 정부 기 도 있다.

(7) 주  온도, 습도, 담배 습도, 담배 holder port 의 조건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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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출량(yield), 달량(delivery), 총량(content)

  검출량(yield)은 어떤 상태에서 담배 연기속에서 추출된 물질의 양을 말하며 기계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 양은 담배 연기속의 성분이 실제로 흡연자에게 흡수되

는 달량(delivery)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니코틴 총량(content)은 담배에 

포함된 성분 체 함량을 말한다. 이 세가지 용어(yield, delivery, content)는 부정확

하게 혼용되면서 타르가 험을 뜻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담배에는 보통 10-15mg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FTC/ISO 검사법으로는 

10-15%인 1-2mg이 검출된다. 타르는 담배에는 없으나 연소하면서 뭉쳐진 물질들이

며 분진물질(TPM)에서 니코틴과 수분량을 제외한 양으로 측정한다. 

  2) 인체 이용률(Bioavailability)

  인체가 얼마나 니코틴과 타르에 노출되는지를 알아보는 인체 이용률은 FTC/ISO 

검사법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니코틴과 그 사산물인 코티닌(cotinine)량을 

소변이나 타액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일산화탄소는 그 사람의 흡연량에 

한 효과 이고 믿을만한 지표로 호흡가스나 액에서 검사할 수 있지만, 타르는 

에까지 도달하지 않고 폐에 쌓이므로 기계 인 방식으로만 생체 이용률을 측

정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약물의 함량 표시는 그 자체의 최  총량이나 인체가 노출되는 최

량을 표시하게된다. 식품의 성분표시도 체내에서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지, 술과 같

이 복용할 경우에 생체 이용률을 변화시키는 상황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담배의 독성 물질은 흡연자의 다양한 흡연 습 에 따른 생체이용률이 아닌 

기계 인 검사법에 의해서 과소평가되고, 이것이 담배회사들이 매 략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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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TC/ISO 검사법의 제한

  FTC/ISO 검사법은 사람의 흡연 행동을 고려한 검사법이 아니다. 1960년  흡연 

습 에 기 하여 고안된 방법이며 여러 가지 담배 형태와 물질 조 에 따른 변화

를 비교하기 한 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담배 제조자들이 담배를 비교하기 한 

것일 뿐이며 사람에 한 니코틴과 타르 노출량을 측정하기 해 고안되거나 검증

된 방법이 아니다. 1988년 Surgeon General 보고서는 실제 흡연자가 기계보다 더 

빨리 흡입하고, 더 자주 흡입하고, 더 많이 흡입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FTC/ISO 검사법은 연기를 희석시키는 구멍(ventilation hole)이 없던 1960년  담

배에 맞추어 결정된 것이다. 기계 검사법에서는 이 구멍이 막히지 않으나, 실제 흡

연에서는 손가락이나 입술에 의해 구멍이 쉽게 막힘으로써 더 많은 니코틴과 타르

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담배 제조법의 차이가 기계검사법의 정확성을 감소시킨

다. 담배 종이(cigarette paper)에 연소 진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담배 한 모 (puff) 

사이에 담배가 더 빨리 연소 되도록 하여 기계로 측정하는 담배 독성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필터를 싸고있는 종이(filter overwrap paper)의 길이를 

길게 하여 연소되는 담배의 양을 임으로써 담배 독성물질의 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 있다. 암모니아와 같은 담배의 첨가물 성분은 필터에 걸러지지 않고 가스 상태

로 통과하는 니코틴의 양을 증가시키고 흡연자에게 흡수되는 양을 증가시키는 문

제 을 내포하고 있다.

  내부문건에 의하면 담배회사는 담배의 형태를 바꾸는데 많은 투자를 하 다. 담

배회사는 맛(taste)을 유지하기 해 다양한 달 방법을 연구하는 사이에 FTC/ISO 

검사법이 흡연자들에게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달될 수 있는지를 잘못  이해하도

록 정부에서 보증하는 셈이 된 것이다. 1960년  이 에는 담배회사가 내부 연구

를 통해 FTC 기계를 속이기 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담배 연기 흡입 기간(puff duration)은 니코틴 흡수에 차이를 일으키지 않으나 흡

입 빈도(frequency)와 흡입 용량(volume)은 니코틴 흡수량을 50%-150% 증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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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Reynolds이 정한 <좀 더 실 인> 흡연 방법(65mL를 45  간격으로 2 간 

흡입)하여 니코틴을 측정하면 FTC 검사법으로 20.6mg인 Winston 담배가 

35.7mg(173%)으로 늘어나고 20.6mg이던 Marlboro는 30.1mg(185%)으로 증가한다.

  1994년에 미국암 회(NCI)는 의회와 FTC의 제의를 받고 FTC의 검사법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FTC 검사법으로 측정한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농도로는 암의 감소에 

약간의 효과가 있고, 순환기 질환 감소 효과는 없고, 호흡기 질환 감소 효과는 불

확실하다는 것을 발표하고 기존의 검사방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 다. 1997년 9

월, FTC는 검사법에 문제가 있었으며, 2 가지 다른 환경에서 측정한 것을 표기해

야하며 담배를 피우는 법과 타르, 니코틴 담배로 바꾸면 어떤 이 다른지를 교

육해야한다고 했다. 1998년 11월, FTC는 NCI와 FDA의 발표를 인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타르, 니코틴 담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라고 발표하 다.

  1998년 캐나다에서는 담배를 독성물질로 간주하고 담배 검사법으로, ISO 3308조 

1991항에 명시된 방법(35mL를 60  간격으로 2 간 흡입)과 함께, 더 강한(intense) 

흡연 검사법을 발표했다. 이는 55mL를 30  간격으로 2 간 흡입하여 측정하고 니

코틴과 타르 이외의 담배의 모든 독성물질(aromatic amine, 1,3-butadiene, 

formaldehyde, acrolein, phenol, catechol, nitrosamine, arsenic, mercury)을 검사하도록 

하 다.

  4) 순한(마일드, 라이트) 담배 문제

  담배를 끊기가 어려워 마일드, 라이트가 붙은 순한 담배를 피우면 험이 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타르 함량과 폐암 사망 험률의 계를 보면 등

도 타르 용량(15-21 mg) 필터 담배에 비해 고타르 담배(개비당 22mg 이상)의 험

도는 1.44(95% CI 1.20-1.73), 필터가 없는 담배의 험비는 1.64(CI 1.26-2.15)로 높

았으나 타르(개비당 7 mg)담배와 타르(개비당 8-14 mg) 담배는 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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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5% CI 0.95-1.45)과 1.02(95% CI, 0.90-1.16)로 폐암 발생에 차이가 없었다. 필

터가 없는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생 험이 더 높지만 타르(마일드, 라이트) 담

배의 폐암 험은 평균 인 담배와 같다.  

  2000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133명의 흡연자를 상으로 carcinogen인 

BaP(benzopyrene)과 NNK (4- methyl nitrosamino-1-3-pyridyl-1-butanone)의 흡연시 체

내에 들어오는 양이 FTC 측정법에서 나온 양보다 약 두 배 많았다. 한 타르 

제품들은 BaP의 양은 감소하 지만, NNK의 양은 증가되어 있었다.

  5) 국내 조사 연구

  담배연기 흡입 기구를 사용하여, Glass Fiber Filter를 끼워 유속 1.06ℓ/min으로 

담배 한 개비가 필터 앞 5㎜까지 완 히 탈 때까지 흡입하 다. 담배 한 개비의 

니코틴 양을 측정하기 해 Internal Standard법을 사용하 으며, 흡연한 필터를 원

심 분리 에 담아 표 액(250㎍/㎖ p-Xylene in Methanol) 5㎖를 넣어 1분간 mixing 

한 후 10분간 방치한 후에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니코틴 양(㎎, content)을 

측정하 다. 타르 양을 측정하기 해 담배연기를 흡입한 필터를 90℃ Dry Oven에

서 30분간 건조를 시킨 후 TPM(Total Particulate Matter)의 휘발성, 액체성 물질을 

제거한 후 타르 양(㎎, content)을 측정하 다.

  연소된 담배 한 개비에서는 1.14～3.51㎎의 니코틴이 측정되었다. 티코틴/ 타

르 담배에서 다른 일반담배들에 비해 측정된 니코틴의 양은 더 었다. 타르는 한 

개비에서는 12.9～30.9㎎ 이 측정되었다. 타르 함량 역시 니코틴과 마찬가지로 

티코틴/ 타르 담배에서 다른 일반담배들에 비해 측정된 타르의 양은 었다. 국내 

시 인 국내외 담배 10종류 모두에서 연기를 희석시키는 구멍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구멍은 담배의 끝부분에서 1～1.8㎝ 떨어져 2～3㎜의 비로 담배필터 에 

치하고 있었다. 그  담배 끝에서부터 종으로 2.4㎝의 길이로 연기를 희석시키는 

구멍이 존재하는 담배도 한 종류 확인할 수 있었으며, 티코틴/ 타르 담배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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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담배들과의 치상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 추진방향  

  흡연자는 기계처럼 담배를 피우지않으며 흡연시 흡입하는 양도 21mL에서 60mL

까지 다양하고, 흡입 시간도 0.8에서 3 까지, 간격은 18 에서 1분까지 다양하다. 

1999년에 Bates등은 흡연자들은 은 니코틴을 보상하기 해서 흡연방법을 보충

(compensate)하여, 더 깊이, 더 자주, 빨며, vetilation 구멍을 막아서 니코틴 농도를 

높이므로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한 함량표시가 흡연자들에게 오히려 안심하고 사

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 타르,  니코틴”, “숯”, “순한” 등 담배의 해독 

감소에 한 잘못된 인상을  수 있는 오도 문구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니코틴 독이 생기는 역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 으로 니코틴 양을 역치 이

하로 낮추도록 규제하기는 어렵고, 담배 속의 니코틴 함량을 낮추는데 하여 흡

연자가 니코틴 요구량을 보충하기 해 더 많이 흡입하여 독성 물질을 더 많이 흡

입하게 된다는 과 조 만 피워도 원하는 니코틴 양을 흡입하게 되는 Y-1같은 고 

니코틴 담배의 등장 가능성도 있으므로 담배의 독성물질 함량 표시는 지하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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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담배 고, 홍보, 스폰서쉽 등의 제한 

가.  황 

  1) 국내 담배 고, , 후원활동의 특징

 가) 담배 고 

 국내 담배 고는 크게 잡지 고, 기내 고, 여객선 고, 그리고 담배 소매  내

부 표시 고로 구분할 수 있다. 잡지 고의 경우 KT&G, JTI, BAT, 필립모리스 순

으로 지난 3년간 고가 집행되어 왔으며, 총 1,807회의 잡지 고가 게재되었다. 

잡지 고의 주요 매체는 시사지, 취미 교양지, 패션잡지 등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

며, 이  일부 잡지의 경우 주요 구독층이 여성인 경우도 있어 여성, 청소년층을 

상으로 할 수 없는 규정을 반하는 사례가 있고, 담배 고는 흡연자에게 담배

의 품명‧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여성 는 청소년의 인

물을 묘사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분의 고에서 제품에 한 단

순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흡연자에 한 이미지를 미화시키고 있다. 한 일부 

고에서는 청소년과 유사한 이미지의 모델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고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고 규제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 

 KT&G에서는 기업 고의 형식으로 TV, 라디오, 인쇄매체에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상상 찬’이라는 컨셉트의 이미지 고를 으로 개하여 왔으며, 이  

고의 경우 고심의 원회에서 방송이 지된 바, 이에 불복하여 KT&G에서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으나, 사법부에서 이는 기업명의 형식을 띄고 있을 뿐 담

배 고와 유사한 효과를 래하기 때문에 담배 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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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 다.

<표3-12> 각 담배회사의 연도별 담배잡지 고 횟수 (2005~2007년)

          연도

담배회사

2005년 2006년 2007년 2005-2007

종류 횟수 종류 횟수 종류 횟수 총횟수

KT&G 10 167 10 431 10 380 978

필립모리스 4 144 3 65 1 12 221

BAT 4 93 2 93 4 92 278

JTI 4 182 2 60 2 88 300

합계 586 649 572 1,807

자료: 담배회사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

  나)   후원활동

  담배 고에 한 규제가 세계 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담배회사는 기업 PR

의 형식으로 매체 심 고에서 각종 스폰서십, 사회공헌활동, 로모션활동, 스

포츠  운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각 담배회사의 지난 3년 간 후원활동의 내역을 보면, KT&G는 2005~2008년까지 

총 6,464,300원을 후원 으로 지원하 으며, 주요 후원단체는 언론매체가 압도 으

로 많으며, 스포츠 단체 지원, 문화단체 지원활동이 뒤를 잇고 있고, 필립모리스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6,577,482,000원을 후원 으로 지원하 으며 주로 문화단체, 복

지단체에 지원하여왔다. BAT는 지난 3년간 총 1,988,333,000원을 후원하 으며, 주

로 지역커뮤니티 활동, 사회복지재단 활동, 청소년흡연 방활동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JTI는 256,000,000원을 3년간 지원하 으며 주로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하고, 

우리담배의 경우 구체 인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주로 지역커뮤니티 활동에 지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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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담배회사

2005년 2006년 2007년 2005-2007

건

수
액(천원)

건

수

액

(천원)
건수

액

(천원)

총 액

(천원)

KT&G 28 2,154,300 44 2,371,500 46
1,937,50

0
6,464,300

필립모리스 -(a) 1,516,000 - 2,694,000 -
2,367,48

2
6,577,482

BAT 12 938,278 11 273,055 14 777,000 1,988,333

JTI - - 4 124,000 4 132,000 256,000

<표 3-13> 각 담배회사의 연도별 후원활동 황 (2005~2007년)

자료 :  담배회사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

 이들 각 담배회사의 각종 후원활동은 외 으로 후원한 기 에 한 수치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이들 담배회사의 각종 로모션, 후원활동은 이를 훨씬 

과한다. 구체 으로 KT&G는 자체 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운 하면서 매년 막

한 산을 통하여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지역 커뮤니티 심으로 활발히 개하여 

왔으며, 각종 스포츠 을 자체 으로 운 하고 있다. 한 각종 문화행사, 공모  

등을 주 함으로써 문화마 을 로모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들 제 

로모션  후원활동의 규모는 외 으로 후원한 기 의 지원 과 비교할 수 없

다. 타 담배회사의 경우에도 간 으로 후원하거나, 자체 으로 운 하는 각종 후

원활동 등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KT&G의 , 후원활동의 특징

KT&G는 2003년 KT&G복지재단을 설립하 고,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아동∙노인∙장애인복지지원사업, 소득층 자녀를 한 학자   생활비 

지원, 소득층 자녀를 한 질병 치료비 지원, 사회복지사업에 한 학술지원 

 동 연구단체 지원, 그 외 자체 법인의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6개

의 복지센터(남부, 북부, 동부, 서부, 부, 인천)에서는 재가 상자의 상담 리, 생

활지원서비스, 심리∙정서지원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소득아동지원사업, 지역공



참고문헌 79

동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층에 한 사회복지사업의 비

이 높은데,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 흡연 방지원사업, 수호천사콘서트로 백 병 

소아암 완치기원 어린이날 생명사랑축제 등 청소년 상 사업에 한 후원이 포함

되어 있다. 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하여 각종 자원 사단을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KT&G 시니어 사단, KT&G 복지재단 력동아리, KT&G 복지

재단 학생 해외 사단 등 사단, 학 동아리 지원활동 등이 포함된다. 

"1004KT&G"인터넷모 사이트를 통하여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불우아동을 한 

후원활동에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06년 기 으로 20,113명이 후원하

고 있다. 재 KT&G는 KT&G 농구단, KT&G 배구단, KT&G 탁구단, KT&G 배드

민튼단의 4개의 스포츠단을 직  소유하고 있음. 이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한 후원활동을 지속 으로 개되고 있다. 상상마당이라는 문화마  행사를 

학생 심으로 활발히 개. 구체 으로 단편 화, 만화, 사진, 문학 분야의 작품

활동 지원, 신인발굴, 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상공간, 상상 유니버시티 등

의 온라인, 오 라인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 기타 담배회사의 , 후원활동의 특징

  다국  담배회사인 BAT는 사회책임 운  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아동 련기

에 한 직 인 후원과 회사나 제품, 는 랜드 로모션을 한 스폰서 십이

나 행사등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국내법에 하는 후원활동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BAT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노인복지센터를 통하여 치매노인을 돌보

는 소득층 가정 지원, 문 간호교육, 가족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지역주민과 

소득층에 한 복지  문화행사 후원을 하며, 직원 자원 사단체의 사활동, 

그리고 청소년의 흡연 방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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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담배 고, , 후원활동의 특징

  가) 미국

  매체를 통한 담배 고가 지된 이후에도 옥외 고나 스포츠, 음악회, 패션

쇼 등 각종 행사에 한 후원, 학이나 지역사회 단체들에 한 기부 등의 다양

한 방법을 통하여 우회 인 담배제품의   담배회사에 한 이미지 향상을 

추구한다. WHO의 보고에 따르면 1970년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지출한 마  비용

은 361백만 달러 으나, 2000년에는 9,575백만 달러로, 2003년에는 15,100백만 달러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에 비해 40배 이상 폭발 으로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재 미국에서 마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가격할인과 경품제공이며, 상 으로 각종 문화이벤트와 스포츠 행사에 한 후

원 비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후원분야의 특징을 보면, 술활동(Performing 

Arts), 소수인종(Minorities)단체 후원, 로데오, 모터사이클 회 등 스포츠 행사 지

원, 사회 복지단체 지원의 비 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후원활동

은 모기업(parent company)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특정의 담배 랜드를 

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매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진 경우에는 특정 

랜드의 명칭을 활용하여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89년 담배생산조정법이 통과된 후 담배제품명을 이용한 후원이 

지되었고 이에 따라서 담배회사들은 회사명을 이용하여 다양한 후원활동을 개

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행사, 술활동, 문화행사 후원활동은 랜드 이미지를 강

화시키고, 담배소비를 진시키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담배회사의 

후원비용은 1987년 이래로 지속 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25백만 달러를 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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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 담배회사의 모든 후원활동이 지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담배회사들

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호주 

  호주에서는 1992년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에 한 규제법안이 통과되었으나 

Formula One이나 국제 요트 회와 같은 국제 인 형 스포츠 행사에 해서는 여

히 담배회사의 후원을 용인한다. 

  라) 국 

  국에서는 1980년 와 1990년 에 담배회사들이 고  매 진 활동으로 지

출한 비용은 한 해 100백만 운드가 넘었으며, 특히 Formula One 카 이싱에 후

원한 액은 70백만 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 담배회사들은 Formula 

One, 요트경기, 농구, 아이스하키 등은 ‘보다 활동 인 스포츠로서 다이내믹하고 

흥미로운 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 으며, 

다트, 스 커, 볼링, 골 , 크리켓, 테니스, 승마 등은 ‘비교  덜 활동 인 스포츠

로서 이미 존재하는 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는 데에 합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담배회사의 스포츠 행사 후원은 랜드 이미지 강화에 

있음을 알수 있다.   

  3) 국내 담배 고, , 후원활동의 규제 황  

  우리나라의 담배사업에 한 규제는 크게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담배사

업법에 의하여 명문화되어 있는데, 담배회사의 고, , 후원활동에 한 규제

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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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련 국내법

포 인 지조치 련 규정 없음

제한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9조)

허용 지

지정소매인
업소 내부에서 표시 , 스티

커, 포스터에 의한 고

업소 외부에서 그 고물이 보이게 

시 는 부착하는 것

잡지 고

품종군별( 랜드별)로 연간 60

회 이내에서 1회당 2쪽 이내

로 고

여성 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잡지에서 고 지

후원행
담배사업자가 행사를 후원하

는 행 를 허용

담배 사업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외의 제품 고를 하지 못하게 함. 여

성 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후

원행  지

국제선의 항공기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부령(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고를 허용

고내용 규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3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3항) 고가 흡연자에

게 담배의 품명‧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함, 비흡연자에게 직

 는 간 으로 흡연을 권장 는 유도하거나 여성 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안됨,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 는 형태이어

서는 안됨 

  후원에 

한 경고문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9

조의2) 소매인이 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는 포스터에 의한 고와 잡지 고

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직‧간 인 

유인책 사용 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3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3항) 비흡연자에게 직

 혹은 간 으로 흡연을 권장 는 유도하는 것을 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고 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1항의2;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1항의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이내(1회당 2쪽이내)에서 잡지에 고를 게재하는 행  허용

담배후원 지 

는 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1항의3;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1항의3)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  허용

국경  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외국정기간행물 포함)에 고를 게재하는 행  허

용

<표 3-14> 우리나라에서의 담배 광고 ⋅후원 규제에 관련된 법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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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담배 고

  매체 역에서는 잡지, 항공기, 여객선, 담배소매 에서의 고만을 제한 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상층에서는 여성 는 청소년을 주 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고 내용에 있어서는 제품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 을 넘어서서는 

않된다. 

  나) 매 진

  소매인이 업소 내부에서 표시 , 스티커,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 만 허용하며, 

견본 제공, 가격할인, 경품 행사 등 기타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후원활동

  담배사업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 를 허용하고 

있으되, 후원행  주체에 있어서 담배 사업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제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별로 여성 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후원

행 는 지한다. 

  4) 세계담배규제기본 약(FCTC)의 제 13조에 한 분과회의 권고안

  담배규제기본 약 제 13조에서 명시된 담배 고, 매 진, 후원활동에 한 포

 지를 입법화하기 한 분과회의가 2차례 열렸으며(1차 분과회의: 2007년 11

월 헬싱키, 2차 분과회의: 2008년 3월 뉴델리), 그 결과 제시된 권고안의 내용  

이와 련된 국내법의 황은 다음과 같다. 

  ① 포  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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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 후원행 에 한 포  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외없는 모든 형태의 고, , 후원행

   - 직   간  고, , 후원행

   - 의도를 가진 행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행  

   - 담배 제품  담배 소비

   - 리  맥락에서의 상업  커뮤니 이션, 권고안  행

   - 담배 랜드의 고   활동과 모든 형태의 기업  활동 

   - 통 인 매체(TV, 인쇄매체, 라디오)  모든 형태의 매체(인터넷, 화, 핸드

     폰, 새로운 테크놀로지) 

     ⇒ 행법은 제한 지 수 , 향후 포  지 법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② 소매  매와 진열 

   - 구매 시 의 담배 제품의 진열  가시성은 고   요건을 갖춤으로   

     지되어야 한다.

   - 자 기는 고  의 수단이므로 지되어야 한다. 

     ⇒ 행법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 법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③ 포장  제품 표식

   - 포장  제품 디자인은 고와 의 요한 요소이다. 단순 포장의 의무화

는 포장을 통한 고 는 의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담뱃갑, 담배개비, 

기타 담배 제품은 어떠한 고나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되며, 이는 제

품을 매력 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다. 

    ⇒ 행법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 법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④ 인터넷 매

   - 담배 제품의 인터넷 매는 본질 으로 담배 고   기능을 하기 때문  

     에 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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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법에 따라 이미 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지 법안의 수립이   

        불필요한 상황

  ⑤ 랜드 확장  랜드 제휴 (제품의 다양화)

   - 랜드 확장  랜드 제휴는 담배 고  의 수단임으로 당사국들은  

     이를 지하여야 한다.

    ⇒ 행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명시  조항의 수립이 필  

       요한 상황

  ⑥ 기업의 사회  책임

   - 담배회사가 사회  책임성을 갖춘 공익  목 을 하여 기타 다른 주체에   

     기부하는 행 는 후원행 의 한 형태로서 각 당사국들은 이를 지하여야 한  

     다. 

   - 담배 산업체가 그들의 사회 으로 책임성 있는 경  활동에 한 퍼블리시티  

     를 할 경우 이는 고  에 해당되므로 지하여야 한다.  

    ⇒ 행법에서 이를 허용하므로(여성, 청소년 상 후원행 만 지), 향후   

       지법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⑦ 법한 표 의 자유

   - 담배 고, , 후원행 에 한 포 인 지 실행이 법한 형태의 표

수단까지 지 할 이유는 없는 바, 보도기능 , 술 , 학술  표  는 

법한 사회 , 정치  의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지만 당사국들은 담배 제

품  담배 소비를 시키는 보도, 술 표 , 학술 표 , 사회 , 정치  비

평에 해서는 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행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명시  조항의 수립이 필  

       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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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오락매체에서의 담배 묘사

   - 당사국들은 오락매체에서의 담배 묘사에 하여 특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

는 바, 이들 매체에서 담배 묘사에 따른 어떠한 가성도 없었음을 인증하게 

하고, 식별 가능한 담배 랜드나 이미지의 사용을 지하고, 담배 묘사 시 

연 고 게재  등 제나 분류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 행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명시  조항의 수립이 필  

       요한 상황

  ⑨ 담배 거래 범  내의 커뮤니 이션

   - 담배 사업자 간 커뮤니 이션을 허용하기 한 목 으로 담배 고, , 후  

     원행 의 포  지에 외 조항을 둘 경우에는 이의 규정  용을 엄격  

     하게 하여야 한다. 

    ⇒ 행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명시  조항의 수립이 필  

       요한 상황

  ⑩ 포  지와 련된 헌법  원칙 (FCTC 제 13조 4항과 련된 의무)

   - 당사국들은 FCTC에 의한 지에 해당되지 않는 담배 고, 포로모션, 후원행

에 하여 제 13조 4항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거짓, 오도, 기만 는 잘못된 인식을 래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담배 제품

의  활동은 모두 지하여야 하며, 건강 는 기타 한 경고  메시

지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담배회사가 여하는 모든 형태의 고, , 후원

행 에 한 활동 내역을 당국에 정기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행법에서 이를 부분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명시 인 조항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⑪ 자국 토로부터 비롯되는 국가간의 고, , 후원행   자국 토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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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는 국경 고, , 후원행

   - 당사국들은 담배 고, , 후원행 에 한 포  지 는 규제를 실행

함에 있어서, 자국 토에서 비롯되는 국경 담배 고, , 후원행 에 하

여 자국 내 담배 고, , 후원행 와동일한 방식으로 지하거나 규제하여

야 한다. 

    당사국들은 자국 토로 들어오는 국경 담배 고, , 후원행 를 제한하

거나 규제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자국 토로 들어오는 이

들이 약 당사국이거나 비당사국이거나 상 없이 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에 이와 련한 효과 인 조치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행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명시  조항의 수립이 필  

       요한 상황

  ⑫ 책임 범 를 갖는 책임 주체

   담배 고, , 후원행 의 주체들은 폭넓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들 주체의    

   귀책성에 한 단은 각 주체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 1차  책임은 담배 고, , 후원행 의 실행자에게 있으며 이는 일반 으  

     로 담배제조업자, 도매 유통상, 수입업자, 소매상인, 리인  련 업체에   

     해당된다. 

   - 이들 고, , 후원행  매체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개인 는  

     단체는 규제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제작, 유포하는 콘텐츠의 고, ,  

     후원행  지를 포함한다. 

   - 개인 는 단체( : 이벤트 기획자, 스포츠 종사자  유명인)가 담배 고,   

     , 후원행 에 여하는 것을 지하여야 한다. 

   - 특정 의무조항( : 콘텐츠 삭제의무)이 다른 조직에도 용되어야 하는 바, 아  

     날로그 매체 는 디지털 매체에 상 없이 해당 콘텐츠가 담배 고, , 후  

     원행 에 해당됨을 통지받은 후에는 이러한 의무조항의 구속력이 발생한다. 

     ⇒ 행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명시  조항의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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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

  ⑬ 자국 내 담배 고, , 후원행  법안의 실행에 따른 제재, 감시, 집행과   

     사법  근

   - 당사국들은 효과 이고 비례 이며 충분한 수 의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용

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유능하고 독자 인 규제 기 을 지정하여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법

의 감시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법  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행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명시  조항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

  ⑭ 공공 교육과 지역 주민의 경각심 고취

   - 당사국들은 사회  분야에서 담배 고, , 후원행 에 한 공 의 경각  

    심을 시키고 강화하여야 한다.  

    ⇒ 법규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안 수립이 불필요함

  ⑮ 국제 인 력

   ⇒ 법규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안 수립이 불필요함

  이들 분과회의 권고안은 담배 고, , 후원활동에 한 가장 효과 인 규제방

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 권고안은 향후 국내법 추진과정에서 기 으로 삼아야 한

다. 이들 권고안은 가장 이상 인 기 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으로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담배 고, 매 진, 후원활동에 한 규제의 기본 방향

  첫째, 사회  합의의 수 에 따른 단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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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담배규제기본 약의 권고안들은 국내정서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사회  

합의가 충분히 이 지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됨. 이러한 법안을 사회  공감

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사회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결과 으로 법안의 발의과정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세부 인 

사항별로 주기 인 여론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사회  합의가 도출된 사안부터 단

계 으로 법안화를 추진하는 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법  규제를 통한 효과성의 기

  각 규제 권고안 별로 그 기  효과에 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

안의 수립 시 그로 인한 흡연 방  연효과가 크게 상되는 사안을 상 으

로 더 비 있게 다루어야 하며, 규제의 실질  효과성이 상 으로 낮은 권고안

의 경우에는 상 으로 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셋째, 경제  효과의 최소화

   담배사업자가 아닌 담배사업의 련 종사자(담배 소매인, 담배 경작인 등)  

담배사업자의 후원 혜택을 받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 담배 고, 매 진, 후원활동

의 규제로 인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일정 부분 상된다. 따라서 이들 이해 련

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과도기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이들 이해 련자들이 미리 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넷째, 세계담배규제기본 약의 권고안과 국내법 간 괴리의 정도

  행 국내법의 담배 고, 매 진, 후원활동에 한 규제 수 과 세계담배규제

기본 약의 권고안의 수  간 차이가 을수록 상 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담배사업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항이 을 것으로 상되며, 그 차이

가 클수록 이들 이해당사자들의 항이 클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배규제기본 약의 권고안과 국내법 간 차이가 은 사안부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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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안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6) 담배 고, 매 진, 후원활동 규제를 한 홍보의 기본 방향

첫째, 담배 산업 규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사회  여론 조성

 담배규제기본 약의 권고안과 같이 포 으로 담배 고, 로모션, 스폰서쉽을 

규제할 경우, 담배회사  담배사업 계자들의 반발이 상되므로, 궁극 인 사회

 여론 조성이 가장 요하다. 담배에 한 해로운 인식은 이미 화되어 여론 

조성은 어렵지 않으나, 담배 소매   담배 회사의 반발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둘째, 담배에 한 건강의 해로움을 넘어 담배회사의 비윤리 , 기만  마  활

동에 한 사회  험인식 제고  담배산업에 한 비  시각의 확산을 한 

고, 홍보활동이 향후에 개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흡연 방, 연캠페인과 

연계하여 개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담배회사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

는 스포츠 마 (배구 회 후원 등)과 같이 다양한 마  활동으로 담배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히 담배회사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담배회사에 한 비  시각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홍보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담배규제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배사업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해 계

가 직 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극 인 조직화가 가능하지만, 일반 공 의 경우 

직 인 이해 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소극  방 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일반 공 의 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야 하며, 이들 인  네트워크

를 통하여 극 으로 담배회사에 한 규제 법안을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회  보호의 필요성에 다수가 동의하므로, 이들이 

법안 추진의 주요한 이해 당사자로 부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매개로 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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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략이 효과 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청소년들의 자발

인 조직화를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효과가 높게 나타났

다.

  넷째, 장기 인 캠페인의 차원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정책에 한 개별  홍보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공 의 주의가 분산되므로 효

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이보다는 장기  차원에서 핑크리본 캠페인과 같

은 캠페인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청소년 흡연, 여성 흡연을 이슈화

시키고, 담배회사의 기만  마  활동을 부각함으로써 담배규제에 한 사회  

여론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다섯째, 담배회사에서는 담배규제에 한 다양한 반박을 할 것이 상되며, 이에  

한 응논리를 사 에 철 히 비하여 사  홍보를 극 으로 하는 것이 사회

 면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특히 담배규제에 한 이슈에 있어서 정

부  국민 간 립  이슈로 부각되기보다 담배회사  국민 간 립구도로 이슈

가 부각될 수 있도록 사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7) 해외 규제 황 

  가) 세계 각 국가의 담배 고에 한 규제 황

  TV, 라디오 등 매체에서의 담배 고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체가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게 노출되며, 그 효과가 크기 때문

이다.

  한 잡지, 신문 등 인쇄매체에서의 담배 고는 부분 국가에서 지역잡지, 신문

에서의 담배 고를 지하고 있으나, 국잡지의 경우 명시 으로 규제하는 경우

가 드물다. 게시   실외 고는 부분의 국가에서 옥외매체를 통한 담배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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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여과 없이 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고는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고를 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는 이에 한 구체 인 지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매  고에 있어

서는 소수 국가에서만 매  고를 지하고 있으며, 타 매체 고에 비해서 아

직까지 규제가 상 으로 미약한 편이다. 이 게 담배제품 고가 아닌 담배회사

에 한 고 규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각 국가의 법 해석상 

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나) 세계 각 국가의 담배 매 진  후원활동에 한 규제 황

  직  매 진수단: 견본 제공, 가격인하 등 직 인 수단은 부분의 국

가에서 지하고 있음. 이는 직  의 경우 흡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임.

간  매 진수단: 랜드 제휴, 공유, 확산, 라이센싱과 같은 수단에 하

여 많은 국가에서 지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제품명을 타 제품군으로 확산시킴으

로써 담배제품에 한 인지도를 높이려는 활동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TV/ 화

에서의 담배제품 표 과 같은 PPL(Product Placement)은 일부 국가에서 지하고 있

으나, 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한 명시 인 규제조항이 없다.

  후원활동은 많은 국가에서 이벤트 후원에 한 지를 명시화하고 있으나, 사회

공헌활동, 지역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한 포 인 규제는 거의 

없다.

  (1) 미국

  미국은 통 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범 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담배 고, 

, 후원활동이 가장 폭넓게 보장받고 있다.

  1998년 체결된 미국정부와 담배회사 간 ‘주요합의 정(MSA: Maste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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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은 담배회사 후원활동에 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① 담배회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후원활동은 원칙 으로 허용함

 ② 담배제품명을 사용하는 후원활동은 콘서트, 스포츠 경기, 청소년 상 행사에

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행사의 횟수, 기간, 주 자, 홍보수단 

등에 있어서 구체 인 제한을 두고 있음.

 ③ MSA의 규정은 후원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부분만을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해서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오

히려 담배회사의 다양한 , 후원활동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래함.

 ④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이

내에서의 담배 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담배 고에 

노출되는 기회를 최소화시키기 한 조치임.

  (2)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하나로서, 

담배 고,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술‧

문화행사에 한 후원활동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1989년 이 까지는 담배회사의 고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도 법 으로는 자유롭게 담배 랜드를 홍보할 수 있었

는데, 1989년부터 시행된 ‘담배생산조정법(Tobacco Products Control Act)’에서 모든 

형태의 직 인 고행 (텔 비 , 라디오 등을 이용한 고)를 지하 음. 하

지만 담배회사 자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후원활동은 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의 후원활동 산이 향후 5년동안 700%나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캐나다 연방담배법(Federal Tobacco Act)의 고제한 조항들이 2003년부터 담배회

사의 후원활동을 포 으로 지하게 되었는데, 회사  랜드 명칭, 로고, 기타 

어떤 표식도 사용하는 것을 지시킨다. 구체 으로 개인, 구조물, 행사, 활동 등의 

후원에 있어서 담배생산과 련된 랜드의 이름이나 담배생산자의 이름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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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 간 으로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다.

  (3) 호주

  1972년 호주정부는 1973년부터 라디오  텔 비 에서의 직 인 담배 고를 

지하는 조치를 취하 으며, 이에 따라서 담배회사들은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 

등에 한 후원에 비 을 늘리게 된다.

  1982년 모든 형태의 담배에 한 고와 담배회사의 후원을 지시키기 한 

Private Members Bill이 발의되었으나 개인  기업체의 자유로운 업활동을 보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의 격렬한 논쟁, 담배회사들의 활발한 로비, 거 한 후원자의 

이탈에 따른 행사 단 등을 우려한 행사주최자들의 반발로 인해 이 법안은 결국 

기각됨. 특히 스포츠활동의 증진이 축된다는 주장이 주요 근거로 작용한다.

  1987년 빅토리아 주정부는 빅토리아 주에서 국내경기  국제경기 모두에 하

여 담배회사의 고와 후원을 지하는 법률을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으며, 당

시 한 갑에 10센트를 징수하던 주의 담배세를 인상하여 빅토리아 건강증진기

(Victorian Health Promotion Fund)의 기 으로 조성한 후, 이 게 조성된 자원은 건

강증진 활동과 스포츠 행사에 있어서 담배회사의 후원을 체하는 데에 사용하도

록 한다.

  1992년에 호주 연방정부는 노동당, 보수당,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지지를 얻어 

호주 국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하여 담배회사의 후원을 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Formula One 그랑 리와 같은 국제 인 행사에 해서는 외를 인정

한다.

  2006년부터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이 면 으로 지하기에 이르 는데, 이 과정

에서 거  담배회사  이들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던 일부 언론, 미디어, 스포츠행

사 조직 원회 측으로부터 지속 인 반 와 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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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

  국에서는 담배제품의 TV 고를 1965년부터 지하는 등 비교  빠르게 규제

를 시행하기 시작하 으나, 이후 상당기간 별도의 고규제가 강화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인쇄매체 고  각종 문화행사, 스포츠 행사에 한 후원이 지속 으로 

늘어났다.

  보건부와 담배회사 간 ‘담배 고에 한 자발  약(The Voluntary Agreements 

on Tobacco Advertising)’에서는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에 한 규제가 명시되었으나, 

외 인 조항이 무 많고 법  구속력이 부재하 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회사의 

후원활동  활동을 용인하는 결과를 래한다.

  이러한 담배 고, 후원활동의 부작용을 이기 하여 담배 고와 매 진에 

한 법률(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Bill)이 2002년 발효되었는데, 이에 따

르면 담배 고를 그 목   효과가 담배제품의 매 진을 유발하는 행 로 포

으로 정의하 으며, 이에 따라서 직  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 진행 , 

랜드 공유, 인터넷 매 등을 고의 규제 범 에 포함시킨다.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의 경우 담배제품의 매를 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효과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후원에 한 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 다. 하지만 담

배회사의 이름만 명기된 후원행 는 담배 매를 진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단하

여 허용한다.

  이 법률은 담배 고와 매 진, 후원활동의 단에 따른 충격을 이기 하여 

단계 인 법 시행 방식을 채택하 다.

  ① 2001년 7월 30일: 인쇄물을 제외한 담배 고  행  지( 화, 간 ,   

     고 배  등)

② 2002년 7월 30일: 인쇄물을 이용한 담배 고  행  지(신문, 잡지    

   등)

③ 2003년 5월 14일: 선물용 쿠폰제공 등의 행  지

④ 2003년 7월 30일: 국내의 문화, 스포츠 행사에 한 담배회사의 후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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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담배제품의 매를 목 으로 하지 않는 ‘회사명(corporate)’의 후원에는   

   용되지 않음.

  ⑤ 2005년 7월 31일: Formula One이나 World Snooker 회와 같이 담배회사가 후  

     원하는 국제 인 스포츠 행사에 한 후원 지

  담배 고와 매 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외를 허용함.

  ① 담배업자들 사이에서의 인쇄물에서의 고

  ② 국이 주요 매시장이 아닌 인쇄물에서의 홍보(비행기내 홍보물 제외)

  ③ 매상의 50% 이상을 담배  담배 련 제품이 차지하는 매업소에서 이루어  

     지는 非담배제품에 한 고

  ④ Brand-sharing: 랜드 명칭이 ‘담배 랜드’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사용되  

     는 경우

  ⑤ 고 행업자가 고의 효과가 담배제품의 매를 진시킬 것이라고 알거나  

     상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

  담배 고와 매 진에 한 법률은 기존의 법률보다 더 구체 인 규제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 으로 규제 강화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랜드 공유, 

제품 시 등에 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한 규제

에 어려움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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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국가별 담배 고⋅후원 규제에 련된 법  조항 비교 
구분 국가 담배 직  고 지 담배 홍보  후원 지

국  

TV/라

디오 

고

지

지역

잡지  

신문 

고 

지

게시  

 

실외

고 

지

국제

잡지  

신문 

고 

지

인

터

넷

고 

지

매

 

고 

지

무료

배포 

지 

홍보

성 

가격

인하 

지

담배이름 

가진 

비담배

상품 

지

담배상품

에 

비담배

랜드 사용 

지

TV/ 화

에 

담배상

품 표  

지

이벤

트 

후원 

지

G7국가

미국 ○ ○ - - - - - - - - - -

국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랑스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릭스

(BRICs) 

국가

라질 ○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

인도 ○ ○ ○ ○ ○ ○ ○ ○ ○ ○ ○ ○

국 ○ ○ ○ ○ - - - - - - - -

추가국 싱가폴 ○ ○ ○ - - ○ ○ ○ ○ - - ○

OECD 

국가

(23개

국)

한국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

호주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벨지움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아이슬랜드 ○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룩셈부룩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스 스 ○ - - - - - - - - - - -

 주 :‘-‘ 명시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

자료: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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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  근거

  1) 담배 고의 효과에 한 이론  근거

  담배는 유해 제품군 에서도 가장 사회  폐해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원천 으

로 제품의 기능  장 을 소비자에게 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미지 고  

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심리 인 동조

상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담배회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담배 고가 담배소비량에 미치는 효과에 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 으로 비

교한 연구에서 약 66%의 연구에서는 담배 고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한 반면 약 

35%의 논문에서는 담배 고 지가 담배소비량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Lancaster & Gotthoffer 2000). 이처럼 계량  근방법에 의한 연구들 상

충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담배 고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다양한 외 변수

들의 통제가 불가능한 실  한계에서 비롯된다. 한 국가 체 담배 소비는 의식

주 생활양식이나 건강인식의 변화 등 사회  요인, 연령분포의 추세와 같은 인구

통계  요인, 소득수 이나 경기, 물가와 같은 경제  요인, 담뱃값 인상, 연구역 

확 , 경고문구 강화 등의 규제  요인, 고나 교육, 뉴스보도와 같은 매체  요

인 등 실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향을 받기 때문에 담배 고만의 효과를 별

도로 분리하여 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한 안으로 개인의 인지  반응을 통하여 담배 고  로모션 활동의 

효과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개되어 왔는데, 카멜담배 고에 낙타 캐릭

터인 죠를 등장시킨 고에 노출된 청소년 집단의 경우 35%가 죠를 마치 친구같

이 느 으며 그가 흡연을 권장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흡연에 해 호의 인 태

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ox et al. 1998). 

  담배 고는 흡연자에 해 성  매력, 사교성, 모험성, 어른스러움 등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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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자에 한 인식에 많은 향을 받는 청소년 집단

이 흡연을 시작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schis 1989). 

  연 고와 담배 고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흡연 친구들에 한 인

식에 미치는 향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연 고를 본 집단은 흡연자가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반면, 담배 고를 본 집단은 흡연

자에 해 호의 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echmann & Ratneshwar 

1994). 한 담배 고로 형성된 흡연자에 한 호의 인 이미지는 이들이 흡연권유 

시 더 쉽게 동조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echmann & Night 2002). 

  국내연구에서도 잡지 담배 고에 노출 시 흡연과 련된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음주운 )에 해 보다 정 인 태도를 형성한 것을 보여주며, 특히 고

여 상황에서 이런 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탁진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담배 고가 흡연에 미치는 향을 계량

으로 검증하는 것은 실 인 어려움이 있으나, 담배 고가 개인의 인지  반응에 

미치는 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 수 있음. 구체 으로 담배 고는 개인

의 흡연자에 한 태도를 정 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래집단 간 담배권유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2) 담배회사 매 진, 후원활동의 효과에 한 이론  근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에 한 정 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경 활동 반에 걸쳐서 우호 인 환경을 제공하여 주며,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제품들에 해서도 정 인 정서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략  

가치가 매우 높다(윤각 & 서상희, 2003; 조형오, 2006; Brown and Dacin, 1997; 

Drumwright, 1996; Ellen et al., 2000; Varadarajan & Menon, 1988).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제품 구매를 진시키기 한 방안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개되어 왔는데, 그 효과는 기업 특성, 공익특성, 

소비자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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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성격과 사회공헌활동의 특성 간 부합도가 높은 경우 부합도가 낮은 경우

보다 기여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acejus and Olsen, 2004). 후

원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사회공헌활동에 한 신뢰도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 조직이 후원하는 경우(KT&G- 연캠페인) 비 리 조직이 후원하

는 경우( 연운동 의회- 연캠페인)보다 후원의도에 한 신뢰감이 낮기 때문에 

메시지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 , 2005).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에 따라서도 공 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령 사회공헌활동이 국  형태가 아닌 지역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Smith & Alcorn, 1991), 상품보다 으로 기부하는 경우 

더 이타 인 행 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Ellen et al., 1996).

  일반 공 은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업과 동일시하려는 경

향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자아 정체성과의 동일시 정도가 높은 기업에 해 

우호 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chtenstein et al., 2004). 

  1999년 국 하원의 건강선택 원회(House of Commons Health Select Committee)

에서 입수한 주요 고 행사와 담배회사 간 ‘후원행 (sponsorship)’의 성격과 효용

성에 한 인식을 보면,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목 을 달성하는 효과에 있

어서 통상 인 고와 후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 다. 

  ① 후원활동은 랜드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일반 고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며, 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창조하는 기능을 하며, 새로운 제품 개발

을 지원한다.

  ② 후원활동은 ( 들로 하여 ) 랜드에 하여 동경심을 가지하도록 하며, 

성공 이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활용된다. 

  ③　후원활동은 새로운 흡연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활용된다.

  ④　회사입장에서 후원활동의 효과와 고의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양자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⑤　후원활동은 은 하게, 무의식 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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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KT&G와 같은 담배회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개할 경우, 

기업과의 동일시 상을 조장할 수 있으며, 기업에 한 정  이미지가 기업 경

활동과 직․간 인 련성을 가지고 있는 흡연에 한 반 인 인지  반응 

 연정책에 한 태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상되는 문제  

  1) 국내 담배 고, , 후원활동의 문제

  담배 고의 잡지 매체가 성인남성층으로 제한되어 게재되지 않고 있으며, 고

의 내용이 단순제품정보 제공 수 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잡지 고의 기

  규제를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고의 형식을 빌린 담배회사 고에 한 구체 인 규제 조항이 없기 때

문에 향후 이 부분에 한 지속 인 논쟁이 상되며, 담배회사의 기업 고를 포

으로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회사의 , 후원활동은 크게 사회복지활동 후원사업, 스포츠 활동 후원사

업, 문화활동 후원사업을 심으로 개되고 있다. 이  사회복지 사업은 소득

층, 소외계층에 한 지속  지원을 통하여 사회 으로 선량한 기업 이미지를 확

보하는데 있음. 스포츠 활동  문화활동에 한 후원사업은 담배회사가 은층을 

상으로 극 인 마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들 은 층은 흡연의 

새로운 고객이므로 이들이 주로 심을 갖는 스포츠 활동, 문화이벤트 심으로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궁극 으로 흡연인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2) 국내 담배 고, , 후원활동 규제의 문제

  우리나라 담배 고와 담배 매 진에 한 규제는 타 국가에 비하여 엄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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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제한 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담배 고 내용에 한 규제가 구

체 이지 않기 때문에 부분의 담배 고에서 단순제품정보만 제시하지 않고, 청

소년층, 여성층, 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간 으로 부각시키고 있

음. 따라서 담배 고의 내용에 한 보다 명시 이고, 구체 인 규제 조항이 필요

하다.

  담배회사가 담배제품을 직 으로 고하지 않고 기업 고를 하는 경우에 한 

명시  조항이 없음으로 인하여 향후 기업 고의 형식으로 제품에 한 간  

고를 하려는 시도가 상됨. 따라서 고의 주체가 담배회사일 경우 기업 고, 담

배 고의 형식을 떠나서 포 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체환경의 다변화로 인하여 매 진을 한 다양한 새로운 매체와 방식이 등

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활동은 기존의 규제 범 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제 활동을 지할 수 있도록 포 인 규제가 필요하다.

  후원활동은 담배회사가 담배에 한 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그 비 이 계속 높아지는 역으로 행 법규로는 이 분야에 한 효과 인 규제

가 어렵다. 담배사업자가 후원하는 상은 문화 분야, 스포츠 분야, 지역커뮤니티

활동, 언론방송매체, 사회복지분야 등 매우 다양하게 확 되고 있으며, 후원방식에 

있어서도 직 으로 후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독자 인 기구를 설립하여 후원하

는 방식, 제 3의 기 을 통하여 간 으로 후원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후원행 의 범 와 운 방식에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 후원활동의 효과에 한 체계 인 검토에 기반한 규제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라. 추진방향

  2005년 2월 27일에 발효된 담배규제기본 약에서는 각 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범

에 따라 담배의 고, , 후원의 제한(제13조3항) 는 지(제13조2항)를 권

고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규제기본 약에서의 담배 고⋅ ⋅후원의 제제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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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약

포 인 지조치
(제13조2항) 자국의 헌법 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담배

고‧   후원에 한 포 인 지조치를 시행

제한조치

(제13조3항) 자국의 헌법 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인하여 포 인 

지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당사국은 모든 담배 고‧   후원

에 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고내용 규제

(제13조4항가) 허 ‧오도‧기만 이거나, 제품의 특성, 건강에 한 

향, 험성 는 배출물에 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모든 유형의 고‧

  후원을 지

  후원에 한 

경고문구 

(제13조4항나)   후원에 해서도 건강이나 기타 한 내

용의 경고 는 달 문구 포함

담배후원 지 는 제

한

(제13조4항바) 담배사업자의 국제  행사‧활동 / 는 그 참가자

에 한 담배후원을 지 는 제한

국경  고

(제13조7항) 특정한 유형의 담배 고‧   후원을 지한 당사

국은...동종의 국경  고‧   후원을 지하고...국내 고‧

  후원에 하여 용하는 동일한 처벌을 국내법에 따라 부

과할 수 있는 주권  권리를 가진다.

따라 장기 으로는 세계 으로 담배회사의 담배 고⋅ ⋅후원행 는 지될 

망이며, 2010년까지 각 국가에서는 구체 인 법안을 마련하여야 함.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담배규제기본 약을 수하여 국내법에 반 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표 3-16>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의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의 금지 내용

  미국, 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담배회사들이 통 인 고매체를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서 각종 후원활동과 스포츠 마  활동에 

진 으로 많은 마  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정부에

서는 이러한 후원활동이 실제로 담배에 한 마  활동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주시하고, 극 인 규제 정책을 입안함. 특히 캐나다와 같은 경우 입법

과정을 통하여 담배회사의 직 고에 하여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 고,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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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한 간 인 고행 에 해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제한을 시작하

되, 2003년 10월부터는 담배회사에 의한 모든 종류의 후원 고 행 가 지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은 사회  분 기와 맞물려서 진 으로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담배회사의 스포츠, 문화행사, 

복지사업 지원 등의 후원은 진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장

기 으로 담배의 직간 고, 후원의 완 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담배회사명에 

의한 후원의 허용이 단계 으로 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호주 빅토리아

주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기 으로 담배회사가 후원하던 행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담배회사와 성 하게 약을 맺는 경

우에는 국에서 보듯이 오히려 담배회사의 은 하고 간 인 마  활동을 합

법화시켜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에 해서는 

다양한 편법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구체 이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차원

의 법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 각종 문화 이벤트 지원 등 로모션 활동, 스포츠 마

 활동 등이 사회 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  효과에 하여 좀 더 극

인 사회 교육  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미 외국의 경우에는 

담배회사의 비윤리성과 기만성에 하여 다양한 차원의 고  언론 보도가 이

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발한 고 교육활동은 담배회사의 공격 인 마  활동을 

견제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연캠페인이 흡연 

행 를 흡연자 개인의 문제로 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이러한 흡

연의 논쟁으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입장에 놓여 있다. 하지만 담배회사의 마

 활동은 연 캠페인의 노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비윤

리  마  활동을 견제하고 고발하는 캠페인을 향후 연캠페인과 함께 병행하

여 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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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 추진방향 

  1) 연차별 사업내용

  2009년 :

   ① 고규제: 담배 고 단순제품정보제공 규정 반사례 시정조치

담배 고에서 제품명, 종류, 특징과 같은 제품에 한 단순정보 제공 이외에 

비흡연자에게 직  는 간 으로 흡연을 권장 는 유도하거나 여성 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고, , 후원규제: 담배회사 고, , 후원내역 제출 의무화

      담배사업자는 담배 고, 담배회사 고, 담배회사 활동, 후원활동에 한  

      활동 내역, 산집행 황 등의 자료를 정기 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③ 규제: 랜드확장, 제휴, 라이센싱 지 명문화

      담배 제품의 제품명, 엠블린, 트 이드 마크, 로고 등 고유하고 식별가능한  

      제품 표식을 담배가 아닌 다른 제품에 직간 으로 사용하거나 연계하여서  

      는 안된다.

   ④ 후원규제: 여성  청소년 상 후원사례 시정조치

      담배사업자의 후원활동의 상층에 있어서 여성  청소년을 주 상으로 하  

      는 단체에 한 후원활동, 여성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행사에 한  

      후원활동은 지한다( : 청소년 흡연 방교육, 여성단체의 문화행사).

   ⑤ 홍보: 담배회사 고, , 후원활동 비윤리성 부각  규제의 필요성 

   ⑥ 홍보: 연운동 인 네트워크의 강화

  2010년 : 

   담배규제기본 약에 따른 ‘담배 고, 매 진, 후원활동에 한 포  지   

   입법’ 추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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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 , 후원 규제의 범  제시

     - 외 없는 모든 형태의 고, , 후원행

     - 직 , 간  고, , 후원행

     - 의도를 가진 행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 개연성이 있는 행

     - 담배제품구매  담배소비

     - 의도성을 가진 커뮤니 이션, 권고, 행 를 모두 포함

     - 담배제품의 고, 활동, 후원활동  담배사업자의 기업 고, 활    

       동, 후원활동

     - 통  매체  모든 형태의 새로운 매체

   ② 각 규제법안 별 경과 규정 제시

   ③ 모니터링 규정  법규 반에 따른 제재조치 명시

     - 효과 이고, 비례 이며 충분한 수 의 제재조치가 용되어야 하며, 독립

인 규제 기 을 통하여 법 수 여부를 지속 으로 감시하고 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 시민단체가 법

의 모니터링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국제  력, 공조 책임 명시 

   ⑤ 홍보: 세계담배규제기본 약에 한 공 의 이해 수  제고  국내법 용

의 필요성  

   ⑥ 홍보: 인  네트워크를 통한 법 제정화 운동 개

   ⑦ 홍보: 국가의 공공교육  홍보 의무화 명시

      일반 공   청소년, 여성, 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담배 고, , 후원  

      행 의 기만성에 한 공 의 경각심을 진시키기 한 공공교육  홍보  

      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2011년 : 

   ① 고규제: 잡지 고  지

   ② 규제: 담뱃갑 허 , 오도, 기만  제품표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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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홍보: 담배회사 규제정책의 필요성 고, 홍보, 인 네트워크를 통한 담배회  

            사 규제강화 여론 조성  법제정 운동

  2012년 :

   ① 고규제: 소매  표시 , 스티커, 포스터 고 지

      소매  내부에 제품에 한 단순 진열과 달리 별도로 설치된 표시 , 스티  

      커, 포스터는 고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고, , 후원규제: 담배 사업자 간 고, , 후원행  지

      담배사업자 간 거래행 에 있어서 제품의 유통  매를 진시키기 한  

      의도로 제공되는 고, , 후원행 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후원규제: 스포츠행사 운 , 주   후원 지

      담배사업자는 스포츠 단체를 소유, 운 할 수 없으며, 스포츠 행사에 직    

      , 는 제 3자를 통하여 간 인 방식으로 후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다.

   ④ 후원규제: 담배회사의 직간  후원과 연계된 보도 , 학술 , 술  표    

       지

      - 담배사업자로부터 물질  지원 는 담배사업자가 직간 으로 제 3자를  

통하여 후원하는 행 와 연계된 보도기능 , 술 , 학술 , 정치  표  

 의견의 제시는 지한다.

   ⑤ 홍보: 담배회사 규제정책의 필요성 고, 홍보, 인 네트워크를 통한 담배회  

      사 규제강화 여론 조성  법제정 운동

  2013년 :

   ① 규제: 소매  내부 담배제품 진열 조건 명문화

      담배 소매  내부에 담배 제품의 진열은 허용하나, 진열 치, 진열 방식은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의 기 에 따른다.

   ② 후원규제: 문화행사 운 , 주   후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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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사업자는 각종 문화 행사, 학술 행사, 지역 행사 등에 하여 직  는 

간 으로 후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담배사업자가 직  문화행사를 

소유, 운 , 주 할 수 없다.

   ③ 후원규제: 사회복지사업 직  소유, 운  지

 담배 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직  소유, 운 할 수 없으며, 제 3의 독립  

단체나 개인에게 후원하는 행 만 허용된다.

   ④ 홍보: 담배회사 규제정책의 필요성 고, 홍보, 인 네트워크를 통한 담배회  

      사 규제강화 여론 조성  법제정 운동

  2014-2020년 :

 

   ① 고규제: 여객선, 국제선 항공기 고 지

   ② 고규제: 국경 고에 한 지

     - 국내 담배사업자가 외국에서 담배 매 시 해당국가에서 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서 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규제: 오락매체 담배 묘사에 따른 등 제 실시

     - 화, 극장, 게임 등 오락매체에서 담배 묘사 시 담배 묘사에 따른 어떠한  

       가성이 없음을 해당 기 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담배 이미지 묘사 시 담배제품명, 특정 담배의 고유 표식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담배 이미지 묘사 정도  빈도에 따른 등 제를 실시하고 이에 한 별도  

       의 규정을 둔다. 

   ④ 규제: 소매  내부 담배제품 진열 지

     - 담배제품의 진열은 고  진의 한 수단이므로 지한다. 단, 단순 제품  

       명과 가격 정보를 국가에서 지정한 치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한다.

   ⑤ 규제: 담뱃갑 단순포장 의무화

     - 담뱃갑 제품표식은 국가에서 지정된 단순포장만 허용한다. 단순포장이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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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 2014-20년

고 

규

제

*담배 고 

단순제품정

보제공 규정 

반사례 

시정조치

*담배회사 

고, , 

후원내역 

제출 의무화

*FCTC에 

따른 

'담배 고, 

매 진, 

후원활동에 

한 포  

지 입법’ 

추진 고

- 고, , 

후원 역별 

규제 내용 

제시

-각 규제

법안 별 경과 

규정 제시

-책임주체의 

범  지정

-모니터링 

규정  

*잡지 고  

  지

*소매  

표시 , 

스티커, 

포스터 

고 지

*여객선, 

국제선 

항공기 

고 지

*오락매체 

담배묘사 

따른 

등 제 실시

* 국경 고 

지

매

진 

규

제

* 랜드확장, 

제휴, 

라이센싱 

지 명문화

*담뱃갑 

허 , 

오도, 

기만  

제품표식 

지

*담배사업

자간 고, 

,

후원행  

지

*소매  

내부 

담배제품 

진열 조건 

명문화

*소매 내부 

담배제품 

진열 지

*담뱃갑단순

포장의무화

*자 기 

매 지

      품명에 한 텍스트만 제시하여야 하며, 오도성 문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  

      다. 텍스트는 국가에서 지정한 두 개의 조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규제: 자 기 매 지

   ⑦ 후원규제: 사회복지사업 후원 시 담배사업자 명칭사용 지

     - 담배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을 후원하는 경우 담배사업자의 명칭이 연계되  

       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 에 인지되어서는 안된다.

   ⑧ 홍보: 담배회사 규제정책의 필요성 고, 홍보, 인 네트워크를 통한 담배회  

      사 규제강화 여론 조성  법제정 운동

<표 3-17> 담배광고 홍보 규제 연도별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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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

활

동 

규

제

*여성  

청소년 상 

후원사례 

시정조치

법규 반에 

따른 

제재조치 

명시

-국제  력, 

공조 

책임명시  

*스포츠행

사 운 , 

주   

후원 지

*담배회사 

직간

후원과  

연계된 

보도, 학술, 

술  

표  지

*문화행사 

운 , 

주   

후원 지

*사회복지

사업 직  

운  지

*사회복지사

업 후원 시 

담배사업자 

명칭사용 

지

정

책

홍

보

*담배회사 

고, , 

후원활동 

비윤리성 

부각  

규제의 

필요성 

* 연운동 

인 네트워

크의 강화

*세계담배규

제기본 약에 

한 공 의 

이해 수  

제고  

국내법 

용의 

필요성 

*인 네트 

워크를 통한 

법제정화 

운동 개

*국가의 

공공교육  

홍보의무화 

명시

*담배회사 

규제정책

의 필요성 

고,홍보

*인 네트

워크를 

통한 

담배회사 

규제강화 

여론 조성 

 법제정 

운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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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담배가격인상, 면세담배 지 등 가격정책의 강화 

  1. 황

 가. 국내 황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94년 이후 지속 으로 인상되었으며, 담배가격의 인상

은 2004년에 500원으로 그 폭이 가장 컸다. 세 에 의한 담배가격의 인상추이는 

다음과 같다.  

  ① 1994년 120원 (100원 총 인상+공익부담 신설20원) 

  ② 1996년1월 4원 (폐기물부담 신설)  

  ③ 1996년7월 184원 (교육세신설)  

  ④ 1997년 2원 (건강증진기 신설) 

  ⑤ 1999년 매가의 10% (부가가치세신설) 

  ⑥ 2001년 121원 (담배소비세) 

  ⑦ 2002년 160원(건강증진기  150원, 엽연생산지원기 신설 10원)

  ⑧ 2004년 500원 (건강증진기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엽  

     연 생산지원기  15원, 폐기물부담 7원)

  이러한 담배가격 인상 결과 재 2,500원짜리 담배에 부과되는 세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최종공 값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② 담배소비세 641원(지방세법 제229조) 

  ③ 지방교육세 321원 (지방세법 제260조의 3) 

  ④ 국민건강증진부담  354원(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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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환경폐기물부담  7원(자원의 약과재활용 진에 한법률제12조,시행령제10   

      조) 

  ⑥ 엽연 생산안정화기  15원(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나. FCTC 황 

  FCTC 제6조에는 아래와 같이 담배수요의 감소를 한 가격조치  조세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제6조 담배숭의 감소를 한 가격조치  조세조치

가격  조세조치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의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 이

고 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조세정책의 결정과 수립이라는 당사국의 주권  권

리를 해함 없이 담배 규제와 련된 국민보건의 목 을 고려하고, 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담배소비의 감소라는 보건 목표에 기여하기 하여, 담배제품에 한 조세정

     책 , 한 경우에는 가격정책을 시행 

  ․ 한 경우, 국제 여행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30) 면세와 무 세 담배제품

     의 매 / 는 수입을 지 는 제한  

다. 외국 황 

  담배가격 인상은 은 행정력으로 담배 수요를 이는 가장 비용효과 인 방법 

의 하나이다(Chaloupka FJ,2000). 가격상승이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경제의 기본원

칙에 근거하여 가격탄력성은 독성 높은 담배상품의 수요를 조 하는데 용될 

수 있다(Chaloupka FJ et al,2000). 몇몇 연구결과를 보면 10%의 가격상승이 담배소

비를 2.5-5%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the Surgeon General Report,2000; Hopkins 

DP et al,2001; Lantz PM et al,2000). Ranson의 연구에서는 10% 가격상승이 동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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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과 앙아시아 국가에서 600,000 to 1.8 million의 조기사망을 이고, 장애보정손

실년수(DALY)당 3-78US dollars의 비용을 일 수 있다고 추정하 다(Ranson MK 

et al,2002). 이러한 추정은 단기간 내 가격상승에 한 흡연자들의 반응에 기 한 

것이고, 반면 담배의 독성이 리 퍼져있을 때는 가격상승에 한 반응이 장기

간동안 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에 한 수요 감

소원칙은 체로 고소득 국가에서 나타났고, / 정도 소득 국가에서는 훨씬 더 

반응이 클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Chaloupka FJ et al,2000). 

  흡연억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1개 담배갑에 65%-80%의 담배세를 

부과하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담배소비가 감소하 고(Jha P,1999), 한 담배세 수

입의 일부가 담배 재 기 을 충당할 때는 포 인 담배규제 로그램의 효과성에 

크게 기여하 (Chaloupka FJ et al,2000). 최근 멕시코에서 담배세 증가로 인한 가격

탄력성 효과에 한 연구결과를 보면 2006년 59%인 담배세에서 10%를 상승시킬 

경우 담배소비는 6.4% 감소하고 담배세 수입은 15.7%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 고, 

담배세 수입이 담배소비를 좀 더 방하고 흡연 련 질병 치료를 한 재의 부

족한 기 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하 다(Jiménez-Ruiz JA,2008).

  한편 가격상승 효과는 나이, 성, 사회경제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  은 성인의 경우 성인보다 3배 이상 담배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Townsend J,1996; Ross H,2001). 청소년들의 이러한 반응은 은 소득, 가격상

승,  담배소비가 감소된 동료의 압력 감소, 오랫동안 흡연해온 성인보다 은 독

성, 미래보다도 재 심 인 성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Lewit 

EM,1981;Grossman M,1997). 한 미국과 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여성이 남

성보다 가격상승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Townsend JL,1994;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2001). 이 한  가격상승에 한 흡연자의 사회경제  상태의 효

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Townsend JL,1994;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2000; 

Chaloupka FJ et al,2000). the British General Household Survey에 근거한 한 연구에

서는 가장 낮은 사회경제  집단의 흡연자들이 가격상승에 민감하 고 반면 높은 

사회경제  집단의 흡연자들은 좀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Townsend JL,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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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국가별 국제담배가격 및 담배세율 비교 

구분 국가 국제담배가격
 (20개 담배 1갑)

담배세 비율
(20개 담배 1갑의 소매가)

G7국가

미국 * $ 3.89 10% 

국 * $ 8.68 63% 

독일 * $ 5.01 62% 

랑스 * $ 5.73 64% 

일본 * $ 2.46 -

캐나다 - 20%

이탈리아 *  $3.91 58%  

릭스(BRICs) 국가

라질 * $1.29 32% 

러시아 * $1.53 27% 

인도 * $ 7.04 58% 

국 *  $1.92 21% 

추가 비교 국가 싱가폴 - -

OECD 

국가(23개국)

한국 - 69%

폴란드 -  54%

멕시코 * $ 3.28 -

호주 * $ 2.10 64%

뉴질랜드 - 53%

스페인 - 58%

터키 * $2.87 64%

오스트리아 * $ 4.31 36%

벨지움 - 59%

덴마크 - 58%

아이슬랜드 - 55%

Czech Republic - 47%

핀란드 - 51%

그리스 - 57%

헝가리 - 58%

아일랜드 - 58%

룩셈부룩 - 60%

네덜란드 - 57%

노르웨이 - 57%

포르투갈 - 56%

슬로바키아 - 61%

스웨덴 - 54%

스 스 - 49%

주: “-” 보고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자료: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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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1인당 GNI 

(통계청 자료) 1) 

B

담뱃값($) 2) A
한국 A/B에 한 

비율(%)

한국 A/B에 한 

비율(%)순

G8

독일 33,831 5.62 103.67 7

미국 41,410 3.89 58.62 10

국 37,797 9.69 159.99 1

이탈리아 30,049 4.05 84.11 9

일본 36,405 2.58 44.23 11

러시아 4,460 0.88 123.13 3

랑스 35,309 6.33 111.88 6

캐나다 34,368 6.78 123.11 4

한민국 16,413 2.63 100.00 8

호주 32,503 6.23 119.62 5

만 16,067 1.11 43.11 12

멕시코 7,310 1.47 125.50 2

 

  1) 담뱃값의 국제비교

  구매력을 보정한 후의 담뱃값을 비교하기 하여 1인당 GNI 비 담뱃값을 지

표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담뱃값을 G8 국가와 호주, 만, 멕시코와 비교하 다.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높은 국가로는 국, 멕시코, 러시아, 캐나다, 호주, 랑스, 

독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낮은 국가에는 이탈리아, 미국, 일본, 그리

고 만이 있었다. 

<표 3-19> 담뱃값의 국제비교(2005)

주) 1) 러시아, 멕시코는 국내 자료 없어서 World Bank 자료 인용, Atlas method 1인당 GNI

    2) Price of most popular brand (pack of 20 sticks) - 환율에 따라 미국 $로 단순 변환

  담뱃값 에서 담뱃세(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 을 G8 국가와 비교한 결과 

독일, 국, 이탈리아, 랑스, 일본,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담뱃세의 비 이 더 

높고, 미국, 러시아,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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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USD
종량세  종가세의 최종 소매가격

에 한 비율(%)

G8

독일 5.62 62%

미국 3.89 10%(종량세만)

국 9.69 63%

이탈리아 4.05 58%

일본 2.58 60%1)

러시아 0.88 27%

랑스 6.33 64%

캐나다 7.39 20%(종량세만)

한민국 2.63 54%(종량세만)

호주 6.92 53%(종량세만)

멕시코 1.47 64%(종량세51%:종가세13%)

년도 1981 1982 1983 1984-1985 1986-1995 1996-2000 2001-2005

가 치 19.0 18.5 20.9 19.0 8.9 7.8 10.1

<표 3-20> 담뱃값 중 담뱃세의 비중(2005)

자료: WHO. (2008). MPower. World Health Organization.

 주 : 1) 2003년 6월 1일 기 . 자료: 감신 등(2006) 연정책의 효과에 한 시계열 분석. 

경북 학교․건강증진사업지원단. p.49. 재인용

  2) 담배세와 소비자물가지수 

  담배세와 물가지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의 기 을 

5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담배가 차지하는 가 치는 1985년 이후 

7.8/1,000에서 10.1/1,000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표 3-21> 소비자물가지수상의 담배 가중치  (단위: 가중치/1,000)

 

  흔히 담뱃값을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공공요 인상과 같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은행이나 세

계보건기구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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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 치 기 을 매 5년마다 조정하도록 고정되어 

있어서 담배와 같이 단일 품목의 속한 물가상승은 그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반 하지 못한다. 즉, 기 연도의 물량을 그 로 구입하는 것으로 가

정하고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

보다 가격상승의 효과가 과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나. 이론  타당성

 1) 담뱃세 부과의 근거

  국가가 담배에 세 을 부과하는 동기는 첫째, 정부의 수입을 증 하기 함이다. 

담뱃세는 매우 효율 인 정부 수입 창출 방법인데 왜냐하면 담배 독자들 혹은 

담배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계층이 세 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지불할 것이기 때문

이다. 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 에 비해 징수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담뱃세를 정당화하는 보다 근본 인 요인은 음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교정하는 보건학  이유 때문이다. 즉, 흡연은 흡연자들 자신과 간

흡연자들의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 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비용

을 흡연자들은 완 하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담뱃세는 흡연자 자신과 비흡연자들의 

질병  그로 인한 비용들을 흡연자들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리 인 소비, 즉 흡

연을 감소 는 단하도록 할 수 있다.

  담뱃세는 한 담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담배는 독성이 있고 괴

이며 생산 이지 못하다. 담뱃세는 특히 청소년, 빈곤층, 새롭게 담배를 피우고

자 하는 사람들의 담배 소비를 방하고 억제함으로써 보다 생산 인 곳에 소비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22) 김원년, 이진석, 서정하, 김양  외. (2006). 흡연율 감소에 따른 경제  단기 편익 분석. 고려 학

교․건강증진사업지원단.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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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뱃세 인상의 효과성  비용-효과성

  정부의 담배 규제의 근거 혹은 이유로는 건강 향상, 시장 실패, 그리고 형평성을 

들 수 있다. 건강 향상은 흡연의 건강에 미치는 해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흡연에 있어서 시장 실패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담배 사

용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정보의 부족이다. 이는 합리 인 개인이라면 담

배가 건강에 미치는 나쁜 향을 완 히 알고 있을 때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로 한다. 둘째, 독 험에 한 정보 부족이다. 이것 한 담배에 의

존함으로써 발생되는 건강  심리 인 악 향들을 완 히 알지 못할 때 흡연을 

하게 된다는 과 련이 있다. 셋째,  비흡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인식할 때보다 더 담배

를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담배 규제의 세 번째 이유는 형평성 제고이다. 이것은 낮은 사회경제  계층에 

포함된 개인들의 흡연율이 더 높다는 과 련이 있다. 반면에 낮은 사회경제  

계층은 낮은 교육수  등의 이유로 앞서 설명한 시장 실패의 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담배 규제는 낮은 사회경제  계층의 흡연율을 떨어뜨

림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 가운데 세  인상은 건강 향상, 청소년 보호, 형평성 제

고 등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할 때 가장 한 수단 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표 

4는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수단들의 효과성에 한 문가들의 단을 요약하고 있

다. 세  인상은 건강향상, 청소년 보호, 형평성 제고 등의 목표의 달성과 매우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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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건강 

향상

시장 실패 교정
형평성 

제고
청소년 

보호

비흡연자 

보호

성인 상 

교육, 홍보

수요 측면

조세 세  인상 3 3 1 1 3

정보 연구(원인, 결과, 비용) 2 1 2 3 1

 홍보, 경고문구 2 2 2 2 2

규제 고   지 2 3 1 2 2

연구역 2 1 3 1 1

NRT 확 1 0 1 2 2

공  측면

수 통제 1 2 0 0 1

정책 수단 low-income middle-income high-income

세  인상 3 3 3

원인, 결과, 비용 연구 2 2 2

 홍보, 경고문구 3 3 2

고,  지 3 3 3

연구역 2 2 3

NRT 확 1 2 3

수 통제 3 3 2

 <표 3-22> 담배규제의 목표 및 정책수단

  주: 3=매우 련 있음, 2= 련 있음, 1=다소 련 있음, 0= 련 없음

자료: 23명의 경제학자와 담배규제 문가들 설문에 기 함. Jha, P., Paccaud, F., & 

Nguyen, S. (2000). Strategic priorities in tobacco control for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ries.  

  한 세  인상은 개발국가, 개발도상국, 선진국 모두에서 효과 인 담배 규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국가 소득 수준별 담배 규제 정책의 관련성

주: 3=매우 련 있음, 2= 련 있음, 1=다소 련 있음, 0= 련 없음

자료: 23명의 경제학자와 담배규제 문가들 설문에 기 함. Jha, P., Paccaud, F., & 

Nguyen, S. (2000). Strategic priorities in tobacco control for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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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수의 변화 (백만) 사망자수의 변화 (백만)

10% 

가격 

인상

0.5% 

흡연자를 

연하게 

하는 NRT

2% 흡연자를 

연하게 

하는 

비가격정책

10% 가격 

인상

0.5% 흡연자를 

연하게 하는 

NRT

2% 

흡연자를 

연하게 

하는 

비가격정책

low- and 

middle-income
-37.6 -4.7 -18.6 -9.3 -1.1 -4.4

high income -4.1 -1.0 -4.0 -1.0 -0.2 -0.9

world -41.7 -5.7 -22.6 -10.3 -1.3 -5.3

10% 가격 인상
0.5% 흡연자를 연하

게 하는 NRT

2% 흡연자를 연하게 

하는 비가격정책

low- and middle-income 4-34 276-851 34-685

high income 165-1,370 749-7,142 689-13,775

world 18-151 353-1,869 140-2,805

  흡연자 수의 변화와 사망자수의 변화 크기로 담배 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국가의 소득 수 에 계없이 모두 10% 가격 인상 정책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은행, 2000).

 

<표 3-24>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의 효과

   마찬가지로 10% 가격 인상 정책이 모든 소득 수 에서 가장 비용-효과 인 정

책인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은행, 2000).

<표 3-25>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의 비용-효과성 ($US/D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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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담뱃세 형태

  

  담뱃세 혹은 담배소비세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종량세(specific excise tax)

는 생산 혹은 소비된 양에 부과하는 형태이고, 종가세(ad valorem excise tax)는 제

조자 혹은 수입자의 가격 는 비용에 부과하는 형태이다.

  한 담뱃세의 형태를 선택하는 기 은 인 이션, 부과 목 , 조세 행정의 

강도 등이 포함된다. 인 이션이 높을 때는 종가세가 당하지만 담배 소비를 

이는 것이 주된 목 일 때는 종량세가 당하다. 조세 행정이 약할 때는 담배의 

가치를 악하기 힘들므로 종량세가 더 당하고, 수입 제품의 질/가격이 국내 제

품보다 높을 때는 국내 제품의 보호를 해 종가세가 하다고 하겠다. 담배의 

질을 높이고자 할 때 ( , 타르 담배 개발)는 종가세가 부 당한데 이는 제조 가

격을 1,000원 올릴 때, 소비자에 부과되는 가격은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

다("multiplier effect"). 

  종량세는 인 이션에 맞추도록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계속 맞춰주어야 한다. 

이 과정은 자동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행정 명령에 의해), 행정 기 의 결정이나 

입법기 의 승인 등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단, 인 이션이 심할 때는 한

시 으로 자동 조정을 멈출 수 있다. 환율이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 때는 경화(hard 

currency)로 종량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를 안정 으로 거둘 수 있다. 

  종량세의 경우 세  증가보다 많이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종가세의 경우 세  증가가 제조자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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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고려사항 종량세 종가세

소비자: 질, 다양성

질 높은 제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동기 유발
 (“upgrading effect")1 아니오2

가격에 미치는 향
더 높은 가격 

(“overshifting")3

더 낮은 가격 

(“undershifting")

정부: 수입, 행정

인 이션에서 수입 유지 아니오(CPI에 따라 조정 필요)

회피/거부를 최소화하고 기  

수입 실화

담배회사가 담배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세 을 

이고자 함

counter abusive transfer 

pricing을 방지하기 해 최소 

가격을 책정할 필요 있음4.

행정  강제 쉬움

담배회사의 조세 회피를 

최소화하기 해 종가세의 

기반(base)을 정의해야 함

국내 생산자: 이익, 시장 유율

외국 제품으로부터 국내 제품 

보호
아니오 5

<표 3-26> 종량세와 종가세의 비교

 주: 1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하게 부과하므로, 소비자는 가격(세 포함) 비 질이 좋은 

담배를 선택하게 될 것임. 

    2.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하도록 세 을 부과하므로 세 이 오르더라도 질에 따른 상

인 가격은 변함이 없게 됨. 

    3. 과  혹은 독  생산자는 세 이 상승할 때 세  상승분보다 더 가격을 높이되 종

가세 인상분보다는 게 올림 (Harris, 1987; Townsend, 1998).

    4. 종가세가 생산자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된다면, 생산자는 매 회사에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세 을 게 내려고 할 것임.

    5. 높은 가격의 제품에 더 높은 세 이 부과되기 때문.

  한편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혼합 세제(hybrid tax)는 인 이션으로 인한 종

량세 수입의 감소, 종가세 체계에서의 평가 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혼합 세제의 방법은 각 세  부과 단  당 세  상 가격의 고

정된 세율을 종가세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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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세와 종가세가 소득 분포에 미치는 향은 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담배 

소비 단 와 지출에 향을 받는다. 를 들어, 두 계층의 담배 소비량이 동일하고 

고소득계층이 다만 질 높은 담배를 선호한다면 종가세가 소득 진  효과를 가져

온다. 인도의 경우 종량세의 변형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세율을 높이는 연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건강물가지수의 필요성

  일반 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가 상승할 경우 상향편차(Overestimating Bias)

를 지니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라스 이 스 산

식(Laspeyres Formula)이 이론 으로 물가상승을 과 평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소비자 물가의 편차는 가격변화에 민감한 소비자 행동의 일반원

칙인 상품 체로부터 야기된다.  즉 가격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품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과장되어서 반 되는 경향이 있고 가격이 서서히 변하는 상품은 소비자 물

가지수에 무 게 반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편차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상품의 질의 변화가 반 되기 어렵다는 으로부터 야

기된다.  질의 향상으로 인한 가격상승도 여 히 인 이션으로 반 되어서 상향

편차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편차가 기존의 생계비 지수 방식으로는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을 반 하고 비흡연 가구에 한 정책 단의 기 으로 담배

와 같은 비재화(the Bads)를 제외한 건강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기존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병행하여 정책 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진국들이 매년 는 매 2년마다 변동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 치 기 을 매 5년마다 조정하도록 고정되어 있어서 담배와 

같이 단일 품목의 속한 물가상승은 그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반 하지 못한다.  즉 기 년도의 물량을 그 로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서 소

비자 물가지수가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보다 가격상



124

승의 효과가 과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다. 상 문제

  1) 소비자 후생의 감소

  소비세를 용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자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

한다. 소비세의 효율성은 자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조세는 수요탄력도

와 반비례하게 부과하는 것이 효율 이다(“Ramsey Rule"). 담배는 비교  비탄력

이므로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세 을 높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담배 소비의 비탄력 인 특성 때문에 세 을 높여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조세 수

입은 증가하게 된다(0<DRt/dtR<1).

       DRt/dtR = 1 + ( ? × t/P )

       DRt = 담배 소비세 수입

       dtR = 담배 소비세율

       ? = 담배의 가격탄력도

       t = 담배 소비세

       P = 담배 가격(소비세 포함)

  한편 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한 비용을 완 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을 

할 때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은 흡연자 개인이 인식하는 흡연의 비용이 사

회  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흡연자가 흡연의 결과에 한 완 한 정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  비용이 담뱃세로 인한 자 손실보다 클 때, 담

뱃세는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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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세 형평성

  조세의 수직  형평성(vertical equity)이란 소득계층별로 소비하는 재화의 질이나 

가격이 다를 경우, 소득계층별로 다른 크기의 세 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국

의 경우 상표의 명성, 담뱃잎의 질, 마  특성, 포장의 질, 맛 등에 따라 담뱃세

의 차등을 두며, 인도,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네팔, 말 이시아도 담배 제품의 종

류에 따라 담뱃세를 차등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세는 종량세 형태로 모든 담배에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

에 조세의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담뱃세를 인상하

고자 할 때 소득계층으로부터 상 으로 더 큰 항을 받아 담뱃세 인상으로부

터 가장 혜택을 받게 되는 계층에 의해 담뱃세 인상이 방해받는 결과를 래할 가

능성이 높다.

  종량세 형태의 담뱃세라 하더라도 단기 으로는 소득계층에 소득 역진 인 조

세처럼 보이지만 장기 으로는 소득 진 인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 소득계층

의 담배 소비의 가격탄력도가 고소득계층의 그것보다 체로 더 크기 때문이다. 

23)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별 가격탄력성 자료가 없다. 다만 청소년( 소득)과 

성인(고소득)의 비교에서는 청소년의 가격탄력성이 성인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분

석이 있다(권순만 등, 2005). 한 김원년 등(2005)의 조사결과 담뱃값 인상 6개월 

이후 연율이 소득계층에서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23) ) 소득계층의 가격탄력도 -0.8, 고소득계층의 가격탄력도 -0.2, 동일한 양의 담배 소비(x), 

소득계층의 소득(y), 고소득계층의 소득(3y), 담뱃세가 담배 가격의 50%라고 할 때,

 * 담뱃값 인상 : 소득계층은 소득의 x/2y를 담뱃세로 지불하고, 고소득계층은 소득의 x/6y를 담

뱃세로 지불함. 

 * 담뱃값 인상 후: 소득계층은 0.2x/2y(0.1x/y)를, 고소득계층은 0.8x/6y(0.133x/y)를 지불하게 되어, 

고소득계층이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담뱃세를 지불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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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 세로서의 담뱃세의 용도에 한 문제

  담배에 목 세(earmarked tax)를 부과하는 나라로는 미국(캘리포니아, 오 곤, 메

사추세츠, 아리조나), 호주, 뉴질랜드, 서사모아, 캐나다, 에콰도르, 핀란드, 랑스 

폴리네시아, ,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한국, 말 이시아, 네팔, 페루, 폴란드, 포

르투갈, 루마니아, 태국 등이 있다. 목 세로서의 담뱃세는 교육  고, 의료보

장, 암 리  연구, 담배회사가 하던 문화, 체육 행사 후원 등에 사용된다. 

  목 세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건강증진 

 질병 방이다. 담뱃세로 흡연자  비흡연자의 건강증진과 질병 방에 사용하

는 것은 목 세의 “benefit principle"에 부합된다. 세 에 의한 생산자  소비자 잉

여의 손실을 보완한다(Hu 등, 1998). 담뱃세는 소득계층에 향이 더 크며, 목

세가 소득계층의 연 치료에 사용된다면 소득계층에 더욱 이롭게 된다. 담뱃

세 인상은 가격 상승의 효과에 더해서 목 세가 다양한 연 방  치료 로그

램에 사용됨으로써 건강 향상에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는 형평성 제고이다. 즉, 소득계층을 한 의료보험 (의료 여 등)에 사용

될 때 역시 담뱃세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는 담배 경작자의 업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 까지 담뱃세 가운데 건강증진부담 이 과연 건강증진을 해서 사용

되고 있는가에 해서 끊임없는 비 이 있어왔다. 한 과도하게 건강보험에 사용

되고 있고 정작 흡연자를 해서 지출되는 액은 극히 미미하여 담뱃세의 추가 

인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 효과

  담배 가격 규제와 련하여 담뱃세 인상, 면세 담배 폐지, 그리고 건강물가지수

의 개발  사용을 심으로 효과를 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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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정책 유지 51.6 51.2 50.7 50.3 49.8 49.4 49.0 48.6 48.2 47.9 47.6 47.2 46.9 46.5

개별 연정책 강화

담뱃값 

500원 인상
51.6 49.9 49.4 49.0 48.5 48.0 47.6 47.1 46.8 46.5 46.1 45.8 45.4 45.0

담뱃값 

1000원 인상
51.6 48.9 48.4 47.9 47.4 46.9 46.5 46.0 45.6 45.3 44.9 44.6 44.2 43.8

2007 2008 2010 2017 2027 Live saved in 2007

남성

 정책 유지 65,225 66,874 70,831 83,144 101,840

500원 인상 65,225 66,874 70,746 82,474 100,025 1,815

1000원 인상 65,225 66,874 70,677 81,927 98,554 3,287

여성

 정책 유지 10,685 10,446 10,128 8,352 7,169

500원 인상 10,685 10,446 10,134 8,297 7,054 115

1000원 인상 10,685 10,446 10,138 8,252 6,961 208

  1) 담뱃세 인상

  담뱃세 인상의 효과로서 흡연율의 감소를 상할 수 있다. 표 9는 2008년 에 담

뱃세를 각각 500원과 1,000원 인상할 경우 남성 흡연율의 변화를 측한 것이다. 

500원을 인상하 을 때 2010년과 2020년의 남성 흡연율은 각각 49.0%, 45.0%로 감

소하고, 1,000원을 인상하 을 때는 47.9%, 43.8%로 감소할 것으로 측된다.

 <표 3-27> 담뱃세 인상에 따른 SimSmoke 모델의 남성 흡연율 예측결과

자료: 조성일, 박수잔, 이희정, 김 미. (2008). 연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흡연율과 흡연  

      기여사망자수의 측연구. 서울 학교․건강증진사업지원단. p.125.

흡연율의 감소는 더 나아가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방할 수 있다. 

<표 3-28> SimSmoke 모델의 흡연기여사망수 예측결과: 담배가격정책 강화시

자료: 조성일, 박수잔, 이희정, 김 미. (2008). 연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흡연율과 흡연  

     기여사망자수의 측연구. 서울 학교․건강증진사업지원단.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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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 담배 폐지

  면세 담배를 폐지하면 담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군인, 경찰 등 흡연율이 높은 집단에 있어서 흡연율을 감소하는 효과가 기 된

다. 

  한 기내 면세 담배의 폐지는 반출  반입 되는 담배의 거래를 막을 수 

있어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으며, 가의 담배가 시 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건강물가지수의 개발  사용

  담뱃값을 제외한 물가지수인 건강물가지수를 사용하면 정부가 담배가격의 인상

에 따르는 비용 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비흡연계층의 정책 단의 기 으

로 삼을 수 있다(김원년 등, 2006). 

마. 추진방향

  1) 담뱃세 인상 

  재의 종량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흡연율 하를 해서는 담배가격이 물

가상승보다 더 가 르게 인상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과 연동하여 인상되어야 한

다. 가장 최근의 담뱃세 인상이 있었던 2004년 12월 이후 물가는 2005년 물가지수

를 100으로 하 을 때 2008년 7월 재 111.2로 상승하 다. 따라서 담뱃세가 최소

한 280원(2,500원×11.2%)만큼은 인상되어야 한다.

  한 최근의 흡연자의 연의향 가격에 한 연구에서 갑당 평균가격이 3,000원

이면 41%, 4,000원, 5,000원, 6,000원이면 각각 73%, 77%, 88%가 연할 의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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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우진, 2008). 이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자들의 연 

계획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담뱃세에 종가세 도입

  담배 세 체계를 재의 종량세에서 종가세 방식으로 환하여, 고가의 담배에 

더 많은 세 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

다. 

  3) 면세 담배 규제

  재 군경외교  등에 한 특수용 담배, 항공기 등에서 매하는 담배 등을 특

수용 담배로 분류하고 이들에 하여는 면세, 감세의 혜택을 부여하여, 해당 담배

를 이용하는 상의 흡연을 권장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한 면세담배의 

반입을 통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면세담배의 완

 지를 하여야 한다. 

  군인, 경찰, 주한외국인 등에게 면세로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 련 법조항을 단

계별로 개정하여 국내에서 매되거나,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담배

에 세 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한 수출용  항공기 기내 면세 담배, 국내거

주 외국인 상 면세 담배를 지하여야 한다.

 4) 건강물가지수 개발 

  담배․주류 등 건강에 해로운 품목의 가격인상이 일반 소비자 물가에 과 평가

되는 효과를 조 하기 하여 건강물가지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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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다양한 연교육홍보 로그램의 제공

   1. 연교육 로그램의 강화

 

가. 황

  1) 국내 황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2조, 제14조에서 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교육은 보건소, 지역교육청, 민간단체, 혹은 개별 학교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어린이, 등학생, ‧고등학생, 군경, 직장인, 지역주민 등 다양

한 연령층과 생활터를 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상 흡연 방

교육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지도자 양성사업으로서 교사연수회를 민

간기 , 지역교육청,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

건소 연상담사를 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한 역단  교육청 학생흡연

방사업에 한 산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산 지원에 의해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상 흡연 방 사업으로

서 2006년 상반기의 경우 7,007개교에서 흡연 방교육을 체 으로 8,435회, 

4,572,113명을 상으로 실시하 고, 개인상담 혹은 보건소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

은 경우가 39,320명이었다. 하반기의 경우 8,033개교에서 13,809회, 5,703,398명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으며 62,933명에 해 개인상담 혹은 외부에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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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실시하 다. 이러한 지역교육청에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산의 활용을 자

율 으로 맡김으로 인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각 학교에서 

단발식으로 실시되는 흡연 방교육의 경우 그 효과에 한 검증이 미흡하다. 

  최근에는 ( )국가청소년 원회 등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한 흡연 방  

연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 다. 이들 로그램은 개발 기 이 서로 달라 보건

복지부, 교육인 자원부 등 련 부처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 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체계 인 용을 통한 효과 평가  학교 장에서의 

용가능성에 한 검토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 을 활용해 실시한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2005

년의 경우 약 4,600여명을 상으로 연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5개 보건단

체나 학회별로 소속회원을 상으로 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 다. 2006년의 경

우 19,000여명을 상으로 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 고 건강 리 회 주 으로 

36,000여명의 성인을 상으로 연교육을 실시하 다. 건강 리 회의 경우 연

상담  방문 연클리닉 사업, 홍보사업을 병행하 다. 2007년에는 의사, 약사, 간

호사 등 보건의료인을 상으로 한 연지도자 교육이 실시되는 등 기존의 사업이 

더욱 확  실시되었다(표4-39).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 자체  외부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효과에 해서도 객 인 자료를 통해 자

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 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향후 사업의 범 를 확 하고 객 인 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

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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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산)
주 기 상  사업내용 사업실 (명) 비고

2007

(1,990,000천원)*

한국 연운동 의회

보건의료인

 의사 251, 약사   

 2,605, 치과의사  

 8,415, 치 학생  

 1,750, 한의사    

 4,832, 간호사    

 391, 물리치료사  

 50 

지도자 교육

군경찰 간부  17,215

PC방, 음식 사업주        - 홍보물 배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55 지도자 교육

종교지도자  171 〃

한국건강 리 회 성인 연교육

순회 연교육

(27,526명), 

연캠페인

(122회/37,212명) 

연상담

(34,212명), 워크샵

(13회/64명) 등

일반인 교육

한국건강 리 회 연클리닉  7,853

가톨릭 학교 직장 연지도자  331 지도자 교육

한결핵 회 교사  1,113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보건소 직원  342 〃

한국산업간호 회 사업장 보건인  304 〃

한국여성단체 의회 여성지도자  500 〃

2006

(951,000천원)

한국 연운동 의회 군간부  16,760 〃

한국건강 리 회 학교 리자  861 〃

한국건강 리 회 학생흡연 방지도자  609 〃

한국건강 리 회

성인 연교육  36,381 일반인 교육

방문 연클리닉  4,555

연상담  27,815

연캠페인  35,591

언론매체 홍보  115건

<표 3-29>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교육사업(2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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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제작,배포
-교재 35,000부

-리 렛 282,000부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보건소 직원  261 지도자 교육

가톨릭 학교 직장 연지도자  410 〃

한국산업간호 회 직장 연지도자  172 〃

2005

(663,600천원)

한국 연운동 의회 학교교장  893 지도자 교육

한국 연운동 의회
25개 보건의료단체 

 학회 소속원
        - 〃

한국 연운동 의회 군의료 문가  1,034 〃

한국건강 리 회 학교교사  52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

발원
보건소 직원  205 〃

가톨릭 학교 직장 지도자  800 〃

국제 제 회 군일반간부  1,183 〃

*민간단체 연클리닉 산 10억원 포함

  2) FCTC 황

  FCTC 제12조에는 흡연에 의한 악 향에 해 다음과 같이 교육과 홍보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담배소비  담배연기 노출에 의한 독성을 포함한 건강 험에 한 효과   

   이고 포 인 교육 로그램과 일반인의 인식 제고 로그램에 범 한 참여  

   유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험과 연으로 인한 이 에 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본 약의 목 과 련있는 담배사업자에 한 범 한 정보에 한 일반인의  

   근 확

 ․보건‧의료 종사자,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 운동가, 매체 종사자, 교육자, 의  

   사결정권자, 행정 료, 기타 련자를 상으로 담배규제에 한 효과 이고   

   한 훈련  인식제고 로그램 실시

 ․담배규제를 한 부문간 로그램과 략을 개발‧시행하는 과정에 담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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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계되지 아니한 공공‧민간기   비정부 기구의 인식과 참여 제고

 ․담배의 생산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보건, 환경  악 향에 한 정보  

   에 한 일반인의 인식과 근 제고 

  3) 외국 황

  가) 미국 

  (1) 미국정부의 흡연통제 정책 방향 

  미국 CDC의 ‘포  흡연통제 사업을 한 최선책(Best practice for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rograms)'으로 제시된 사업은 다음 9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CDC, 1999).  

 ① 흡연 감소를 한 지역사회 사업: 사업의 개발  수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지역사회 유  기 간의 연계; 청소년, 부모, 공무원, 지역사회 지도자, 의료인, 

교직원 등을 상으로 한 교육 사업 수행; 간 흡연 방, 담배제품에 한 

근 제한, 흡연자 치료를 한 의료비 지원 등 정책에 한 홍보 

 ② 흡연 련 질병 부담 감소를 한 만성질환 로그램: 심 계 질환 방 사  

    업, 천식 방 사업, 구강보건 사업, 암등록 사업 등 

 ③ 학교 흡연 방 사업: 학교 연 정책, 근거 기반 학교 교육과정, 교사연수, 부  

    모 참여, 연지원, 지역사회  범국가  홍보와의 연계 활동 등

 ④ 규제: 법규 반자 단속  연을 한 사회 분 기 조성, 청소년 담배 입수  

    경로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

 ⑤ 범국가(주)  로그램: 평가 로그램 개발, 매체를 통한 홍보, 연 정책  

    수립, 청소년 담배 근 규제

 ⑥ 역마 : 담배 회사의   고 제한; 방송매체, 인쇄물, 고 을 통한   

    홍보; 신문, 이벤트, 건강증진 활동 등을 통한 옹호활동 

 ⑦ 연 로그램: 화상담, 보험을 통한 연 치료, 소득층을 한 진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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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등

 ⑧ 감시  평가: 흡연 련 행태, 태도, 건강상태 감시

 ⑨ 행정  리 

   

  미국 CDC에서 제시한 학교 흡연 방사업을 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CDC, 

1994).  

  (가) 흡연에 한 학교 방침을 개발 

  (나) 흡연으로 인한 단기 , 장기 인 생리 , 사회  부작용, 흡연에 한 사회  

        향, 흡연에 한 동료들의 가치 , 거 술에 해 교육 

  (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흡연 방 교육을 실시 

  (라) 교사들을 상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연수를 실시 

  (마) 흡연 방을 한 학교 로그램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 

  (바) 흡연 학생과 교직원들의 연을 한 지원 

  (사) 정기 으로 흡연 방 로그램의 평가를 실시 

등이다. 

 

  (2) 주차원의 청소년 흡연 방 사업 

  ○ 캘리포니아주 사례 

   캘리포니아는 1989년 담배세 0.25달러 인상으로 기 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

국에서 처음으로 포 인 흡연억제사업을 시작하 다. 최우선 연정책으로는 청

소년 흡연 감소와 다음으로 간 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목 으로 포 인 흡연

통제사업을 실시하 다. 사업비는 주(主)의 사업은 보건사업부(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DHS)에서, 학교 상 사업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E)에서 

산을 지원하 고, 사업 역은  ① 간 흡연 폭로 감소, ② 미성년자 담배 근 감

소, ③ 연 증가, ④ 담배회사의 매 략에 한 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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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사업이 시작된 1990년 이후 12~17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흡연시도자

(담배를 몇 모  피워 본 경우)  흡연시험자(한 개비라도 제 로 피워 본 경우)

의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12~13세 군의 경우 흡연시도자가 1990년의 18.9%

에서 2002년 5.6%로 70%감소하 고 흡연실험자는 11.0%에서 4.1%로 63% 감소하

다. 14~15세 군의 경우 흡연시도자가 기에 일시 으로 약간 증가하 으나 

1993년의 39.3%를 정 으로 그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 18.4%로서 

2003년에 비해 53% 감소하 다. 흡연시험자도 1993년의 24.9%에서 2002년의 

14.1%로 43% 감소하 다. 16~17세 군의 경우 흡연시도자의 비율은 1996년까지는 

별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 격히 감소하 는데 1996년의 52.9%에서 2002년 35.0%

로 34% 감소하 다. 비슷한 경향이 흡연시험자의 비율에서도 나타났는데 1996년의 

46.4%에서 2002년에 31.0%로 33% 감소하 다.

  재흡연자(최근 1달간 1회 이상 흡연)은 기에는 9% 으나 1996년 증가하 다

가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5.0%로서 1990년에 비해 45% 감소하 다. 

18~24세 사이의 청년층의 흡연 경험률도 이 기간 동안 14% 감소 는데 특히 1999

년 이후 7% 감소하 다. 캘리포니아의 18~24세 청년의 흡연율은 같은 기간동안 미

국의 다른 지역들의 평균이 22% 정도로 계속 머물 던 것에 비해 18% 정도로 훨

씬 낮았고 특히 미국의 다른 지역 흡연율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캘리포니

아는 1998/99년의 18.9%에서 2001/02년에는 15.4%로 18% 감소하 다.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흡연 방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1998년의 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24)에 의한 담배회사의 고 제한, 1989년의 세  인상

으로 인한 포  흡연억제사업 실시, 1990년부터 매체를 통한 캠페인  1/3

정도를 담배 회사의 속임수에 한 내용을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 1995년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부분의 작업장에서 흡연이 지, 1998년에는 바와 술집에서

도 연,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기가 어렵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 1992~94년 동안 

지역사회 로그램 제공, 1999년 갑당 0.7달러 인상 등이 흡연 방에 향을 미쳤

24) 미국의 46개 주가 주요 담배 회사를 상 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상하도록 소송을 제기

한 결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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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매사추세츠주 사례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1992년 담배소비세를 25센트 인상하여 그 기 을 이용하여 

1993년부터 간 흡연으로부터의 보호, 성인의 연 지원, 청소년의 흡연 시작  

흡연 감소를 목표로 하여 포  흡연억제 사업을 시작하 다. 청소년 흡연 방을 

한 사업 역은 ① 연소자 담배 근을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  집행을 한 

지역사회 활동, ② 청소년에게 흡연의 험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 노력

을 하도록 하기 한 학교흡연 방사업, ③ 주 체를 상으로 하는 주요 매체 

 명사들의 참여 등을 포함한 홍보 략이었다. 

  이 기간 동안 담배 소매상의 연소자에 한 매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제

한, 자동 매기 설치 장소의 제한, 담배 소매상에 한 허가제, 담배의 니코틴 수

과 첨가물 공개 등의 진 이 있었다. 3200명의 요원이 연상담을 한 교육을 

이수하 고, 1997년에 50만 의 교육 자료가 배포되었다. 282개의 원회, 66개의 

일차의료기  연 로그램, 45개의 청소년 지도자 로그램, 33개의 특수집단 

로그램, 19개의 지역 의체에 기 을 제공하 다. 1993년에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실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담배회사의 각겨 인하로 인해 소비세 인상 효과는 

상쇄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시  담배가격 인상 효과와 사업의 효과로 인

해 담배소비량은 미국 국에 비해 감소하 다. 

  1999년의 조사 결과 7~12학년의 흡연율이 1996년에 비해 30.7%에서 23.7%로 

23% 감소하 다. 이러한 감소율은 미국 체의 감소율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 이

었다. 원래 메사추세츠주 청소년 흡연율이 다른 주에 비해 높은 편이었는데 이 사

업의 결과 그 격차가 많이 었다. 특히 8학년의 평생흡연율이 국 으로는 9.5% 

증가한 반면 메사추세츠주는 4.6% 감소하 다(Wakefield & Chaloupka, 2000; Soldz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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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다주 사례

  

   로리다주의 경우 1997년부터 담배소비세 인상과 계없이 담배회사와의 약

에 의해 청소년 흡연억제를 한 포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다. 사업의 목 은 

청소년들의 흡연에 한 태도 변화, 흡연에 반 하는 지역사회 활동 주도의 역량 

강화, 담배제품 획득  근성 감소, 간 흡연에 한 노출 감소 등이었다. 사업

의 내용은 청소년 상 매체 캠페인, Student Working Against Tobacco(SWAT) 

 구성  흡연에 한 지역사회와 사회의 규범을 바꾸기 한 청소년 주도 활동

으로 표되는 각종 청소년  지역사회 활동, 학교의 흡연 방교육 과정의 수행

을 한 교육  훈련활동, 청소년에 한 담배 매에 한 법의 집행  담배소

매상을 상으로 한 법률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 결과 청소년의 매체 캠페인에 한 확실한 인지율이 92%에 이르 고, 

10,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SWAT 의 일원으로 가입하 다. 1998년과 1999년의 

두해동안 50만명 이상의 고등학생과 226,000명의 4, 5학년 학생들이 흡연 방교

육을 수강하 다. 첫 1년 반동안 2,000명 이상의 담배소매업자들이 교육을 받았으

며 1,500명의 소매업자가 연소자 상 담배 매로 인해 소환을 받았다. 12,000명이 

연소자 담배소지로 인해 소환을 받았고 4,000명이 운 면허 정지를 당했다. 

  1998년에 비해 2000년에 학생의 흡연율이 18.5%에서 11.1%로 40% 감소하 고 

고등학생은 27.4%에서 22.6%로 18% 감소하 다. 비흡연자의 연결심률은 학생

의 경우 67.4%에서 76.9%로 14%, 고등학생은 73.7%에서 79.3%로 8%증가하 고 

흡연유경험자의 연결심률은 학생은 30.4%에서 42.0%로 38%, 고등학생은 

44.4%에서 51.0%로 15% 증가하 다(Baue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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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사회 차원의 사업의 

 

  ○ Minnesota Heart Health Program (MHHP) 

  

  MHPP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13년간 미국 북부 지역의 3개 시의 주민을 

상으로 이루어진 심 계 방 사업이다. MSPP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흡연에 의한 단기  향을 소그룹 토론을 통해 인지하도록 함

  ② 흡연이 청소년에게 규범 인 행동이 아님을 깨닫도록 함

  ③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충족할 수 있는 정 인 체  

     물을 찾도록 함 

  ④ 이러한 상 계들이 고, 동료  성인의 역할 모형에 의해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는지 알도록 함   

  ⑤ 흡연을 하도록 하는 사회  향에 해 거 술을 배우고 실습함

  ⑥ 흡연 방을 한 활동들을 극 인 참여를 통해 경험을 하도록 하고 이 활  

     동은 동료에 의해 진행되도록 함

  이 사업의 과정 에 청소년들은 성인을 한 각종 사업(심 계 검진사업, 음

식물에 교육내용 부착, 교육 캠페인, 보건 문가에 의한 교육, 매체를 통한 교

육 등)에 의해 간 으로 개입효과가 있었다. 이 사업의 결과 6년 후 흡연율(주간 

흡연)이 사업군의 경우 14.6%인 반면 조군은 24.1%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erry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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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HPP에 의한 흡연예방 효과

    

출처: Perry et al., 1992

 

  ○ American Stop Smoking Intervention Study (ASSIST)  Initiatives to Mobilize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obacco Use (IMPACT)

   

  National Cancer Institute(NCI)와 American Cancer Society(ACS)가 공동으로 17개 

주를 상으로 실시한 흡연 억제를 한 국가 사업으로서 가장 을 둔 정책의 

변화 방향은 ① 간 흡연으로부터의 보호, ② 담뱃세의 인상, ③ 담배 고  

의 제한, ④ 청소년의 담배 제품에 한 근 제한이었다.  이 사업의 경우 주로 

성인에 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성인에게 흡연 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Stillman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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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ct Six Teens

  

  Project six Teen 사업은 학교흡연 방교육만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포 인 지

역사회 흡연 방사업을 병행할 때의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한 연구이다. 상은 미

국 오 곤 주의 8개 소지역(인구 1,700-13,500명)의 6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학생

을 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수 과 인구를 고려하여 짝짓기를 한 후 포

 지역사회 흡연 방사업과 학교흡연 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군(사업군)과 

학교흡연 방교육만 실시하는 군( 조군)으로 무작  할당하 다. 조사 상자 수는 

평균 으로 4,500명 후 다. 

사업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흡연 방 로그램 

   : Project Programs to Advance Teen Health(PATH)의 기본 교육은 1주일에 5시간

으로 내용은 흡연으로 인한 향, 거 술 훈련, 비디오를 통한 거 술의 핵심 

개념과 방법, 흡연에 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연서약 활동, 

래가 진행하는 토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연수 교육은 2-3

시간 동안 1회로서 내용은 각각의 활동에 한 검토, 학생들이 보게 될 비디

오 람, 학습 방법에 한 실습  역할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은  6

학년에서 12학년에 걸쳐 매년 교육을 실시되었다. 

 ② 지역사회 사업 

   :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와 청소년  성인 자원 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역사회 사업은 활동내용과 방법에 한 메뉴를 기재해 놓은   

     모듈에 따르도록 하 고, 모듈은 다음과 같다.

     ․언론매체 활동 모듈 (Media advocacy module)  

     ․청소년 활동 모듈 (Youth anti-tobacco module) 

     ․가족참여 활동 모듈(Family comminication module)  

     ․담배에 한 근 제한 모듈 (ACCES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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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사업의 결과 학교흡연 방교육과 지역사회사업을 병행한 경우가 학교흡

연 방교육만 실시한 경우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흡연을 기

으로 했을 때 2년째와 5년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년째에도 경계선 유의수

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흡연율 증가의 기울기가 차이가 있었으며, 9학년의 경우 

음주율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glan 등, 2000).

[그림 3-4] Project Six Teens에 의한 주간흡연 효과(6학년 및 9학년)

    

 

   나) 캐나다 

   (1) 캐나다 흡연 방 정책 방향 

   캐나다는 세계 으로 가장 강력한 흡연통제 입법체제를 선도 으로 갖추고 있

는 나라 의 하나로서 연방정부의 흡연통제 정책 목표를 ① 청소년 흡연 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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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연 유도, ③ 간 흡연으로부터의 보호, ④ 흡연에 한 태도  규범 정

립으로 하여 다음의 5가지 략을 수립하 다(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Strategy to Reduce Tobacco Use in Canada, 1999).

  ① 정책  입법: 각 분야간의 조, 각 부서간의 조직 인 정책수립  입법

  ②  교육: 담배 련 정보, 서비스, 사업에 한   활용을 가능화

  ③ 담배회사의 책임성  제품 규제: 담배 생산, , 매에 한 규제

  ④ 연구: 담배와 담배사용, 담배산업, 효과 인 흡연 방  연방법, 흡연에 의  

     한 건강  사회경제  향에 한 지식 향상

  ⑤ 실행을 한 역량 구축  지원: 국가, 지방, 지역의 차원에서 개인, 연 련  

     역할자   지역사회의 행동 수행을 한 능력 향상     

  

   이러한 활동들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국가 NGO, 지방 NGO, 지역의 보건의료 

기 , 지역사회 단체, 개인, 민간부문 등이 연계망을 구축하여 한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청소년 흡연 방은 이상의 포 인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국가 청소년  청년 흡연통제 포럼(National Youth and 

Young Adult Forum on Tobacco Control)을 개최, 인터넷, 방송매체 등 홍보사업을 

지원하고, 각 주마다는 특징 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차원의 흡연 방 사업 

○ 매니토바주  

 6~12학년 학생 30,000여명에게 12개의 TV 연 고의 연효과에 한 검토  

평가를 하고 투표를 하 다.

○ 뉴 런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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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학교 운동을 통해 포 인 학교보건에 한 근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

는데 요한 활동내용으로서 연학교 웹싸이트 운용, 연소식지 배포, 학생 참여 

유도를 한 연학교 회, 흡연실태 조사 결과의 활용 등이 있다. 한 연학교

에 한 기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강화, 사업의 인지도 확산 

등 사업의 양 , 질  수 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연 스포츠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스포츠 조직이 운동이나 크리에이션 사업에 연정책을 반 하고 강

화하도록 하 다. 이 주에서는 2004년에 학교운동장과 함께 상 , 운동시설, 바, 식

당 등 거의 부분의 실내에서의 흡연을 지하 다. 

  ○ 리티시 콜롬비아주 

   포  학교 흡연 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에 교육 

자료를 개발, 배포하 다. 모든 학교에 해 완  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학

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흡연 방  연활동을 주도하도록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 오타와주 

   최근에 청소년 연을 해 330만 달러의 새로운 자 을 제공하고 학생 주도 

활동의 지원을 해 50만 달러를 고등학교의 사업에 제공하 다. 기 의 일부는 

18개의 청소년 활동 연합체에 지원되었는데 이 단체는 14~17세 청소년들을 교육하

여 이들의 주도하에 정책과 련된 흡연통제 활동, 흡연 방, 간 흡연 폭로 감소, 

흡연 련 논 에 한 인지확산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Canadian Tobacco 

Control Community, 2006). 

  ○ 온타리오주 

  2003년 이래 재까지 담뱃세를 세 번 인상하여 10갑당 총 6.25달러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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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펀들랜드주 

 

   2001년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구내 지역을 연구역으로 지정한 학교가 10

개가 채 안되던 것을 그 다음해에 51개 체 학교로 확산하 다. 2002년에는 고등

학생을 한 연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160개의 학교에 배포하 다. 

 [그림 3-5] 캐나다 청소년 및 청년의 흡연율 추이 

  다) 유럽 

 

  ESFA(European Smoking Prevention Framework Approach (ESFA)는 유럽의 6개 국

가(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국, 덴마크)가 참여하여 1997년부터 3년

간 실시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포  청소년 흡연 방 사업이다. 국가별로 

지역사회의 25-27개 학교에서 13.3세의 학생 23,125명을 상으로 무작  할당에 

의해 사업군과 조군으로 나 어 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비교하 다. 이 사업

은 태도-사회 향-자기효능감(ASE, Attitude-Social influence-Self-efficacy) 모형을 

용한 사업으로서 개인의 행동변화를 해서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

된 상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태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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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자아효능감 등과 정보요인(지식, 정보), 인지요인(지식, 험인식, 행동 발 인

자 등) 등 행동변화를 한 결정요인들에 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6] ESFA 사업의 행동 변화를 한 통합 모형 

출처: de Vries, 2003

  이 사업은 크게 네 수 의 표 집단으로 개인, 학교, 부모, 학교밖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업수행 첫 해에는 수업시간을 통한 방 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에 

연 정책에 한 매뉴얼을 제공하 다. 3, 4, 5차년도에는 수업시간의 흡연 방 

로그램에 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연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외활동을 실시하 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상 활동 

   ․흡연 방교육: 9~18시수에 걸쳐 시행, 거 술 훈련, 연맹세, 사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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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건강에 한 향, 담배 고의 향력, 의사결정, 담배와 환경 등

   ․교사연수교육

   ․교사용 매뉴얼 제공

  ② 학교차원의 활동

   ․학교 담당자 지정

   ․학교 정책 매뉴얼 배포

   ․포스터 부착

   ․교사를 한 연 자료 제공

   ․ 연 경쟁

  ③ 학부모 상 활동

   ․자녀와 흡연에 한 화에 한 팜 렛 제공

   ․ 연에 한 팜 렛 제공

   ․학부모 회의

   ․학부모를 한 연 과정 제공

  ④ 교외활동

   ․포스터 부착

   ․지역매체 

   ․지역사회 활동

 

  사업 종료 2년 반 후에 평가한 결과 체 으로 사업군의 흡연율(주간 흡연)이 

21.9%로서 조군의 23.4%에 비해 6% 낮았다. 6개국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효

과가 있어 사업군이 조군에 비해 흡연율이 36% 낮았으며 핀란드의 경우 15%, 

스페인의 경우 12% 더 낮았다.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흡연율의 차이가 없었다.

  흡연율 억제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3개 국가의 경우 생활기술훈련의 내용이 

정교하게 구성된 , 교육시간수가 많았던 , 교사연수교육이 매우 잘 이루어졌다

는 것을 들 수 있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연과 함께 극 으

로 참여하면서 긴 한 조체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교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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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  제공이 요하 다. 가장 요한 성공요인은 4가지 수 의 사업이 통합

으로 수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동료가 진행하는 로그램이 교사에 의해 진행되

는 것에 비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찰되었다. 

  이 사업과정에서 어려운 으로는 개인차원에서는 거 기술 교육방법 개발, 비

슷한 내용의 반복교육으로 인한 지루함, 근거 있는 새로운 정보개발이었고, 학교차

원에서는 학교 연정책의 모니터링이 실 으로 어려운 , 부모차원에서는 학부

모의 참석의 조함 등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는 학교 밖 활동 개발이 매우 어

려웠고, 교사 연수에 한 수 이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학부모의 참여도

가 매우 낮았다는 것이었다(de Vries et al., 2003a, 2003b. 2005) 

 

  라) 핀란드

  핀란드의 North Karelia Project는 사회  향 이론을 심으로 흡연을 하도록 하

는 사회  압력  그에 응하기 한 설명  역할극 등과 흡연으로 인한 장단

기 향 등에 한 흡연 방교육을 포함한 학교 흡연 방 로그램을 용한 추

찰연구이다. 이 연구는 학교에서의 흡연 방교육과 함께 성인 연을 목표로 한 

강력한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와 지역사회 조직 연계가 병행되었다. 그 결과 

사업 직후의 흡연율(월간흡연)은 사업군이 조군에 비해 38% 정도 더 낮았으며 8

년 후까지 그 효과가 지속 으로 있었다(Vartiainen et al., 1998).  

 

나. 이론  타당성

  연교육은 비흡연자의 흡연 방, 연자의 흡연재발 방지, 흡연자의 연의도 

유발  연유도를 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태도 변화 유도, 행동기술의 습득, 

흡연에 한 규범 변화 등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연정책에 필수 인 

요소이다. 이를 해서는 과학 으로 효과가 입증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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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에 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지고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

성이 높으며, 흡연으로 인한 수명단축 효과가 크므로 흡연 방교육은 어린이, 청소

년 시기에 이 맞추어져야 한다(Husten 등, 2008). 이는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에서 19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남자의 경우 1998년 39.5%, 2001년 36.3%, 

2005년 53.7%, 여자의 경우도 각 연도 순으로 13.8%, 10.7%, 24.4%로서 격히 높

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흡연 방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필요성이 실하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7).

  최근 구시 청소년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흡연 방교육이 조기에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박순우 등, 2007). 

  - 흡연율이 학교 입학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흡연자의 흡연량과 흡  

    연빈도도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

  - 연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한 경우는 등학교 5학년의 경우 60% 이상인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17% 정도에 지나지 않았  

    다. 그리고 연의도가 있는 경우 연계획 시기도 등학생의 경우 한달 이  

    내25)가 80%정도로서 부분이었던 반면 이 경우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  

    소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30%정도까지 감소하 다. 

  - 비흡연자  흡연의도가 있는 경우 흡연 측 시기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달  

    이내라고 한 경우가 많았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방교육에 해 학년이 낮을수록 향력이 컸다.

  한편 지역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인을 상으로 연교육의 경우 그 조직이나 기

의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요하고, 특히 연이 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

우 의료인의 역할이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흡연

자  70% 정도가 매년 병원을 찾고 있는데, 이들은 의사로부터 연에 한 조언

과 지지를 받을 때 더욱 만족감을 느끼고 의사에 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

25) 행동단계에서 실천단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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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환자가 건강에 한 우려가 큰 경우에 연에 한 동기 유발은 쉬워지

는데, 환자를 상으로 한 연 개입은 다른 어떤 의학  조치보다 비용-효과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Hollis, 2000).

다. 상되는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연지도자 양성사업으로서 교사, 교장, 군경의 지휘자 , 보건

의료계 종사자, 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건소 연상담사를 상으로 교육을 하

고 있다. 그러나 행 문가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 연 지도자 교육을 한 체계 이고 표 화 된 교육계획이 미흡하고 효과 검  

   증이 미비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학교, 지역사회, 병의원으로 돌아가 학생, 주민, 근로   

   자, 환자 등을 상 로 연교육, 연상담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부족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한 흡연 방  연교육을 효

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종류의 연교육‧홍보물이 난립하고 있으나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흡  

   연행동 단계별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된 교육‧홍보물 개발이 미흡

 ․흡연 방교육  연 로그램의 표 화  효과 검증이 미비

 ․학교 교육과정에 흡연 방과 련된 내용이 미흡 

 ․일선 교사를 비롯한 연지도자의 흡연 방  연지도 역량이 부족

 ․학교장, 사업주 등 조직 지도층의 연의 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입시  

   심 교육, 생산성 심 운  체계 등으로 인해 연활동의 우선순 가 뒤처짐

 ․지역 교육청에 배부한 산의 합리  활용을 한 리방안 미비 

 ․특히 청소년 흡연 방 사업은 련 부처  부서간의 연계‧ 력체계가 필수   

   인데 이 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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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반인들의 경우는 연교육을 직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효율 이

므로, 이들에 하여는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근을 하며, 쉽게 할 수 

있는 연에 한 정보를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 효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으로 한 흡연 방교육은 평생 비흡연자로 남도록 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 의 하나이다. 한 흡연청소년의 연의도를 올림으로써 

연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동시에 기 할 수 있다. 

 ․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지도자 교육을 통해 학교의 일반교육 과정과 생활지

도에서 자연스럽게 흡연 방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효율 이고 효과

인 흡연 방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보건소, 사업장, 군부 , 경찰, 의료기 , 민간교육기  등의 연지도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각종 생활터의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연의 요성을 홍보

하고 실제로 연 과정을 도와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학교, 사업장, 군부 , 경찰 등 각종 조직의 지도자를 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조직의 연분 기를 확산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 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 으로 

발 시킨다.   

         

마. 추진방향

  흡연 방  연교육 로그램의 일차 인 상자는 어린이‧청소년이다. 이들

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흡연 방 

교육을 제공할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하여야 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연의 

요성을 일깨워 으로써 흡연자의 연의도를 유발하고 비흡연자가 평생 비흡연자

로 남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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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로그램 개발과 인력 양성을 한다. 학교, 직장 등의 여러 생활터 별로 연교

육 분 기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각 기 의 지도자 의 인식 환과 지지가 필요

하므로 이들에 한 교육과 홍보도 요하다. 

    

  1) 청소년 흡연 방 교육의 활성화

  가) 개요

  

  청소년 흡연문제는 음주나 기타 약물복용  기타 일탈행 와 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을 한 연  흡연 방교육을 해서는 우선 계 부처간의 

통합 인 근  다른 청소년을 한 사업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홍보물이나 교

육 로그램은 반드시 근거에 입각하여 개발‧ 용되어야 하고, 학교 별이나 계열, 

지역 인 특성, 그리고 흡연행동 단계에 맞는 내용이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 학교교과서에서 연  흡연 방내용이 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교

과서내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2) 지도자  보건의료 문가에 한 교육과 일반인용 연정보의 제공 

  가) 개요

  

  조직이나 기 의 책임자 혹은 정책결정자, 보건의료인등 향력이 있는 집단의 

연에 한 태도  지식 정도에 따라 국가 는 지역사회의 연정책 효과는 차

이가 있게 된다. 특히 보건의료인의 연 문가로서의 역할은 그들이 하는 상

들의 연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이에 이들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인

들에 한 연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한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지도자의 경우도 근거가 있고 표 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연지도자를 상으로 한 각종 생활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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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동단계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상황에 

따른 표 화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 한다. 한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

는 담배와 흡연에 련된 정보, 흡연 방 방법, 연  연유지 방법, 담배회사

의 문제 , 정부 연정책에 한 해설 등에 한 자료를 개발 보 한다. 

  2. 연홍보의 강화

가. 연 고 홍보의 특징  황 

  1) 국내 연캠페인의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민간 주도로 연사업이 개되어왔으나 사회 으로 

흡연에 한 한 인식이 만연되어 있었다. 1995년부터 정부가 나서서 흡연에 

한 제도  규제를 강화하고 체계 으로 연캠페인을 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기 시작하 는데, 특히 2000년 에 들어와서 법과 제도  차원에서는 담

배가격 인상, 연구역 확 , 미성년자에 한 담배 매 지, 담배의 불법거래 

지, 담배제품의 포장  라벨 규제 등을, 교육  차원에서는 학교, 사업장, 지역사

회에 한 연 로그램을, 연상담  치료 차원에서는 보건소 연클리닉, 연

상담 화(Quitline) 등을, 홍보  차원에서는 TV, 라디오,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 다큐멘터리 등 TV 로그램 제작․방 , 연포탈사이트 운 , 

연콘서트  옥외 매체를 활용한 연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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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연캠페인 개과정의 추이

2005년 이 2006년 2007년 2008년

흡연으로인한 신

체  폐해 련 

지식과 경각심높
이 목표두고, 암

련질병과의 연

성강조, 생명단
축둥 신체 결과

에 둠 -자학

시리즈

흡연자에 한 부

정  이미지 형

화목표, 흡연자의 
구취, 치아변색, 

기억력상실 등 흡

연이 래하는 부
정  사회  이미

지를 확산시키고

자함-단 시리즈

간 흡연폐해 한 흡

연자와 비흡연자의 경

각심을 높이고, 흡연
행 를 흡연자만의 문

제가 아닌 비흡연자의 

문제로 확 코자 함. 
이를 해 간 흡연 

상황이 폭력  상황임

을 부각시키는 캠페인
을 개함-폭력시리즈

비흡연자가 간 흡연상

황에서 극 으로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도록 행동화에 을 

맞췄으며, 이를 해 간

흡연 상황에서 당당하
게 ‘No’라고 말할 수 있

는 사회  분 기를 확

산시키고자 함--Say No 
시리즈

 

  연캠페인이 장기 인 캠페인 에서 체계화된 것은 2005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2005년에는 연캠페인은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해성을 “자학”이라는 개

념으로 근하 고, 2006년에는 흡연이 사회심리 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  

이미지에 을 맞춘 “단 ”이라는 개념의 캠페인을 개하 다. 2007년은 간 흡

연의 피해를 부각시키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주제로 캠페인을 개하 으며, 

2008년에는 비흡연자들의 극 인 행동의지를 구하는 ”Say No" 캠페인을 개

하여왔다.

  연캠페인의 개과정을 살펴보면 신체  차원에서 심리  차원으로 메시지의 

역을 확 시켜 왔으며, 흡연자 이슈에서 비흡연자 이슈로 흡연의 문제를 확 하

는 노력을 하여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 략은 단기 인 일회정 근

이 아닌 장기 인 캠페인  근으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개된 연캠페인에서는 공 집단을 세분화하여 각 공 집단별로 

구체화된 목표를 수립하고, 각 공 집단에게 가장 합한 매체를 통하여 메시지를 

달하기 한 통합  근방법을 수행하여 왔다. 구체 으로 국민을 상으로 

캠페인을 개하면서, 아동 계층, 고생 계층, 학생 계층, 2-30  여성층, 군경집

단, 병의원 종사자 등 세부 인 주요 집단에 한 추가 인 캠페인을 병행하여 왔

다. 2005년부터 연캠페인에 있어서 기존의 "inside-out" 방식의 공익 고의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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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공 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outside-in" 고로의 환을 

시도하 으며, 이를 통하여 공 과의 공감 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구체 으

로 ”자학 시리즈,“ ”단  시리즈,“ ”폭력시리즈,“ ”Say No 시리즈“는 장기 인 략

 비  하에 단계 인 메시지 컨셉트로 개발되었으며, 각 연도 별로 진 이고 

계승 인 캠페인의 연계성에 역 을 두어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연 고  홍보 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단을 운 함으로써 연캠페인의 목표 수립, 매체 계획, 제작 반

에 걸쳐서 문화된 토의 과정을 여과하여 실행에 옮겼으며, 연캠페인의 실행 

결과에 한 문 조사업체의 과학 인 조사  분석과정을 통하여 캠페인의 효과

성을 평가하고 향후 캠페인 략에 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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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2007년도 각 표 집단 별로 수립된 캠페인의 

사업 

역

매체

역
세부내용 상 목표

고

매체 

고

∙TV 고

∙라디오 고

∙CATV 고

일반 공 집단:

∙15세~18세 청소년

∙19~30세 은층

∙흡연자  비흡연자의 흡연에

  한 심 유지 강화

∙간 흡연의 심각성  연

  정책 강화필요성 인식 강화

∙ 연운동 사회  확산을 한 

  분 기 조성

기타

매체 

고

∙인쇄물

∙옥외 고

∙온라인 고

∙ 로모션 이벤트

집  표 집단:

∙아동

∙청소년

∙ 은 여성

∙ 학생

∙군인

∙의료종사자

∙잠재  흡연층이 흡연층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

∙흡연층의 흡연율 감소 등 행

  동  변화 래

∙ 연의 사회  운동화 한

  매체 지원

홍보

언론

홍보

∙퍼블리시티 이벤트

∙기자회견/보도자료 

∙신문제휴 공동캠페인

∙일반공 집단

∙여론 선도자

∙담배 련기사 지속  노출

∙간 흡연, 연구역확  등

  연이슈의 사회  의제화

방송

로

그램

∙방송 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제휴 공동캠페인

∙방송이벤트/콘테스트

∙일반 공 집단

∙집  표 집단 

  (청소년/ 학생 등)

∙ 연에 한 사회  의제화

∙ 연운동의 사회  확산을

  한 분 기 조성

인

네트

워크 

∙ 연연  형성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 서포터즈 리

∙ 연아이템 개발 

   확산

∙시민단체

∙의료기

∙학교기

∙기업/자 업

∙개인(학생/학부형/

  일반인) 

∙ 연운동의 사회  확산을 

  한 인 네트워크의 구축

∙ 연운동의 목표  실행방안

  구체화

∙ 연운동에 개인 /집단  참

  여를 확산

  지난 수년간의 연캠페인은 여러 가지 사회  요인  정책  요인들과 맞물려

서 성인남성의 흡연인구를 45% 수 으로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 다. 특히 연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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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은 흡연에 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효과 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 하여도 흡연에 하여 미화된 이미지가 만연하 고 간 흡연에 해 크게 

개의하지 않는 분 기 지만 이제는 흡연행 가 사회 으로 환 받지 못하고 있으

며 간 흡연에 하여 사회 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 기로 환되고 있다.

  2) 해외 연캠페인의 특징

  

  미국, 캐나다, 호주, 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일

이 인식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연을 권장하기 한 연  흡연 방 캠페인을 

개하여 왔는데, 각국의 공식 보건성 자료, 미국의 질병 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자료, 해외 우수 PR사례 련 사이트(Public Relations Society of 

America: www.prsa.org), 연캠페인 사례 논문 자료 등에 기 한 사례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연캠페인 사례

  로리다주 연캠페인: 12-17세 청소년으로 하여  흡연하지 않도록 하기 하

여 1998년부터 학교 내 교육, 강제규제, 학교기반 청소년 단체, 지역기반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 으며, 담배회사의 기만성에 한 공격 인 고 메시지를 개하

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캠페인: 2000년도 12-17세의 청소년층의 흡연율 하,  계층

의 간 흡연 방지, 연성공률 향상을 한 고 캠페인을 개함. 고 메시지는 

청소년층을 계몽하려하지 않고 흡연의 장기  신체 폐해를 설명하면서 담배회사의 

기만  노력을 보여 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청

소년층이 어떻게 흡연유혹 상황에 처해야 하는가에 한 메시지를 달함으로써 

특히 비흡연 청소년층에게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미네소타주 연캠페인: 2001년도에 담배회사의 기만성에 한 청소년의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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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흡연  담배회사에 한 청소년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하여 청소년

층이 주축이 된 Target Market이란 연단체를 결성하여 담배회사에 한 극  

행동을 취하도록 국  운동을 개하 다. 담배 잡지 고로 벽화를 제작되어 국

회의사당 앞에 시하고, 인기 스포츠 순회경연 회 개최, Target Market 구성원들

의 활동내용을 담은 고 방 , 연열차  버스 순회 시회 개최, TM 웹 사이

트 실시간 토론  컨테스트 실시, 뮤직밴드 CD 제작, 지역신문 제작 등을 통하여 

담배회사의 기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뉴 지주 연캠페인: 2001년도 18-24세의 주요 흡연층을 상으로 연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언론을 통한 연상담 서비스 홍보를 실시하

기로 하 다. 이를 하여 학 연 캠페인을 개하고, 등학교 학생들의 사랑

의 편지쓰기 행사, 흡연이 가족에 미치는 폐해를 부각시키는 연 고 방 , 병원

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 언론의 심을 끌기 한 연 자동차 홍보활동, 보건장

의 언론 인터뷰, 연스토리 기획 보도 등을 개하 다. 

  스콘신주 연캠페인: 2001년도에 지역민들로 하여  담배회사 고  로

모션에 부정 인 태도를 갖도록 하며, 간 흡연 해성 인식 확산시키고 음식  

 직장에서 면 연 공감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하여 매체 고를 

방 하 으며, 간 흡연의 폐해, 흡연의 독성, 담배회사의 기만성을 부각시켰다.

  일리노이주 연캠페인: 일리노이주 보건성에서는 2002년도에 청소년층이 담배

회사의 유혹에 혹되지 않도록 청소년이 주도하는 연캠페인인 “I Decide” 캠페

인을 개하 다.  고에서는 담배회사의 기만  마  행 의 문제 을 상징

으로 부각시켰으며, 청소년 연단체가 주축이 된 순회 연이벤트의 개최, 뉴스

터의 발간, 포스터 제작물 학교 배포, 웹사이트의 개설, 연아이템의 개발, 일리노

이주 남녀청소년 농구 회를 후원 등 다양한 마  활동을 병행하 다. 

  오하이오 주 연캠페인: 미국에서 가장 흡연율이 높은 오하이오 주에서 2004년 

1년간 “Stand (스스로 지키기)”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연운동을 활

성화하고 흡연에 한 사회  인식을 바꾸도록 하 다. 이를 하여 청소년 연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연 이벤트 활동을 개하고 흡연에 한 미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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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국회 청원활동, 맑은 실내 공기 마시기 운동, 연홍보 산 삭감 반  

활동 등을 개하 다. 

  나) 캐나다 연캠페인 사례

  캐나다에서는 매체를 통한 연 캠페인을 매우 효과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 메시지로서는 간 흡연폐해, 담배의 독성, 담배업계의 기만  마

 활동(담배 활동, 청소년 후원, 연정책 반 활동)의 문제 을 부각시키는 

것이 특히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메시지는 성인층에서 호응이 높은 

반면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그다지 효과 이지 못하므로 별도의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고 메시지의 표 형식에 있어서는 과감한 메시지, 일반인을 이용한 모델기용, 

흡연으로 인한 부정  결과 부각, 담배회사의 기만성, 담배규제 정책에 한 공공

의 지지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한 고의 효과 측면에는 간 흡연의 험

성을 제시한 고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비흡연자

들은 연이나 연정책에 해서 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 흡연 고를 

통해서 비흡연층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연정책에 해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

다.

 다) 랑스 연캠페인 사례

  랑스의 연 캠페인은 공공부분의 주도와 민간부분의 조로 이 지고 있으

며, 차 고 행사  문 여론조사기 에 의해서 체계화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에는 담배의 해악 주로 캠페인이 개되어 왔으나 담배의 폐해가 국민 

모두에게 잘 알려지게 되자 차 으로 담배의 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흡연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 , 여성의 매력이나 평등성취와 흡연과의 연상 계 단 , 청소년 

흡연방지 등으로 메시지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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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반에 이르러서는 연캠페인 상이 청소년층으로 확장되었으며, 담

배회사 마 의 기만성을 부각시켰고, 1990년  후반기부터 담배의 폐해를 알리

기보다는 담배를 끊는 것에 해 직 으로 근하기 시작 다. 고매체로는 

고 이외에도 형 입간 , 옥외 고, 포스터, 팜 렛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

고, 정기 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상담 화, 연정보 방향 서비스, 

뉴스 터, 퍼블리시티 활동 등을 개하 다. 

  3) 국내외 연캠페인의 략  시사

  통합  커뮤니 이션 략의 수립이 캠페인 성공의 주요 건으로 매체 캠페인

과 병행하여 연정책  법규, 연교육, 연치료 로그램, 시민단체 연계가 

요하다.  연캠페인을 통하여 흡연에 한 사회  환경을 비우호 으로 만드는 

것이 요하며, 흡연행 를 비정상 인 행 로 정형화시키는 것이 효과 이다. 가

령 흡연자에 한 미화된 이미지를 부정  이미지로 환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

다.

  외국의 연 캠페인 평가를 보면, 표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메시지의 

제시가 매우 요한데, 가령 흡연자의 경우에는 자신과 련성이 높은 개인  특

성을 메시지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 이며, 비흡연자는 간 흡연의 폐해를 부각시

키는 노력이 효과 이고,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과 련된 메시지가 효과 이다.

  단일한 메시지 략은 성공 이지 못하며, 다양한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

여 달하는 것이 효과 이다. 캠페인  에서 장기 인 목표를 가지고 근

하는 것이 매우 요한데, 이 경우 인 캠페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매체계획 시 매체의 역할은 체 으로 볼 때 특히 요한데, 이는 매

체를 통하여 흡연에 한 사회  분 기를 변화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매

체의 지속 인 방 을 심으로 타 매체의 지원이 보완되는 것이 효과 이다. 특

히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 역은 은 층의 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산의 비 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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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국가에서 연캠페인 기 성공 후 향후 연캠페인 산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  행 의 변화는 시간이 오려 걸린다는 사실을 간과

하게 되며 결과 으로 향후 흡연율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연캠페인 기단

계에는 흡연율 감소 등의 성과가 즉각 이고 하게 나타나는 반면, 후속 인 

캠페인 단계에서는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 캠페인에 쉽게 설득되

기 못한 습  흡연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캠페인은 장기 인 

차원에서 근하여야 하며, 단기 인 가시  성과에 지나치게 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캠페인은 노출빈도가 높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며, 단기

인 고캠페인이나 일회 인 이벤트는 효과성이 떨어진다. 연캠페인의 효과는 

캠페인 시작 후 18개월-2년이 경과된 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캠페인 효과가 

나타나기  정부정책이나 산 등에 있어서 변동이 발생하여 캠페인의 일 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연캠페인 효과성에 한 이론  근거

  연캠페인의 효과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 고의 시행과 

련된 시  배경을 살펴보면, 먼  미국 보건성에서 처음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공식 으로 발표한 것은 1964년이며, 그 이후로 연 고가 집행되기 시작하 다. 

기의 연 고는 부분 일반수용자 집단 는 성인집단에 을 맞추었으며, 

흡연의 방보다는 이미 흡연하는 자들의 연에 을 맞추었다. 최근 이러한 

연캠페인이 비효과 이라는 비 이 제기되면서 청소년층으로 목표수용자 집단을 

변경하고 흡연 방에 을 맞추기 시작하 는데, 그 이유는 교육이나 홍보가 

연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으며, 만 18세이 에 88%의 흡연자가 습  흡

연자로 발 하고 약 50%가 독되고 있기 때문이다(USDHHS 1994). 

  199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연 고의 내용에 한 분석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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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doin 2000), 어린이 상 고가 4%, 청소년 상이 28%, 20-25세 상이 8%, 

성인층 상이 20%, 그리고 노년층 상이 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층의 

경우에도 그  32%는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집단이 주 표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소구 형식에 있어서는 청

소년의 경우 성인층에 비해 사회 , 인 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에 

한 폐해를 강조하는 경우에도 수명단축, 암발생 가능성 등 장기 인 측면보다 

체력 하, 호흡장애, 운동능력 하 등 단기 이고 가시 인 측면에 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고의 효과를 추정한 일련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 연 고의 효과가 뚜렷

하게 입증되고 있다. 가령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보건성에서는 90년   연캠페

인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흡연자 계층의 6.7%가 연 고에 의하여 흡연을 단

하게 되었으며, 34.4%는 연을 결심하는 데에 연 고가 일정한 역할을 하 다

고 보고하 다(Hu et al. 1995). 만  홍콩의 경우에도 연 고가 공 의 건강

에 한 지식을 향상시켰으며, 결과 으로 흡연률에 부정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sieh et al. 1996; Sin 1997). 그리스의 경우, 담배가격을 10퍼센트 인상할 

때 담배소비는 약 1퍼센트 어드는 반면 소비자에게 흡연의 해악을 교육시키는 

경우 담배소비를 이는 데에 훨씬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Stavrinos 1987). 

연 고에 노출된 고생 집단의 경우, 흡연자에 해 부정  인식이 형성되고 흡

연에 해서도 비호의 이 되었으며(Pechmann & Ratneshwar 1994), 연 고비 지

출규모는 담배가격, 연운동 등과 더불어 담배소비량을 이는 데에 가장 향력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ilcox and Vacker 1992). 

  연 고의 효과는 특히 고 메시지 특징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다. 크게 공포수 의 차이, 메시지 이 의 차이, 메시지 소구 방향의 차

이, 결과의 귀속성의 차이 등에 따라서 연 고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령 

여성층이나 연령층은 은 소구로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남성 

는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의 강도가 높을수록 메시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Quinn 1992). 한 개인  효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공포강도가 높은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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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반면, 개인  효능성 인식이 낮을수록 공포강도가 낮은 메시지가 더 효

과 인 것을 알 수 있다(김상훈 1996).

 메시지 이 이란 정 ․부정  메시지의 구성 형식을 의미하는데, 정  

이 의 메시지란 연을 할 경우 얻게 될 신체 , 심리  혜택이나 정  결

과를 강조하는 형식이고, 부정  이 의 메시지란 연을 하지 않을 경우 입

게 될 신체 , 심리  손실  부정  결과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Kahneman and Tversky 1979).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개인은 

부정  이 의 연 메시지가 더 효과 인 반면,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개인은 

정  이 의 연 메시지가 더 효과 인 것을 알 수 있다(조형오, 김병희 

1999). 한 흡연의 부정  기능에 한 강조보다는 연을 통한 정  감정의 유

발이 흡연억제에 더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도 있다(Klein 1996). 

  청소년층을 상으로 하는 연 고에 있어서는 폐암의 유발 등 물리 인 

보다 이성  매력의 감소, 사회  거부감 등 인 /사회  을 메시지화한 경

우 설득효과가 높게 나타났다(Schoenbachler and Whittler 1996). 이를 반 하듯이 외

국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신체  폐해에 한 교육  내용을 강조한 반면 최근에

는 사회  이미지 는 간 흡연 폐해 등과 같은 심리  소구가 더 비 있게 이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opham et al. 1993). 

  결과의 귀속성이란 흡연 는 연행 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측면을 강

조할 것인지 는 가족, 친지, 주변사람 등 타인에게 귀속되는 측면을 강조할 것인

지에 한 측면을 의미한다. 가령 연메시지에 있어서 흡연이 본인 자신에게 미

치는 향을 강조할 수 있는 반면 간 흡연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타인에

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다. 연 고 사례는 아니지만 암 회에 

한 기부행 를 권장하는 고메시지의 경우 자아만족  개인  차원의 보상을 

강조하는 메시지("Help-Self")는 남성집단에게 더 호의 으로 수용된 반면, 타인에 

한 배려  이타  감정을 강조하는 메시지("Help-Others")는 여성집단에게 더 호

의 으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Brunel & Nelson, 2000). 

  미국에서 실시된 각 고유형별 효과에 한 평가 결과를 보면(Pechman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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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유형 내용  특징
고평가

(5  척도)

죽음을 부르는 담배

(Disease and Death)
흡연은 암, 폐병, 죽음 등 고통을 래한다는 내용 3.63

간 흡연의 험성

(Endangers Others)

흡연자는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간 흡연을 유발시

켜 건강을 한다는 내용
3.63

흡연으로 인한 매력 하

(Cosmetics)

흡연은 입냄새, 옷냄새, 지 분한 인상들을 래한

다는 내용
3.42

흡연자의 부정  라이 스

타일

(Smokers' Negative Life 

Circumstances)

흡연자는 오스럽고 무기력한 라이 스타일을 채

택하고 잘못된 인생행로를 간다는 내용
3.64

담배유혹을 거 하는 모범

상

(Refusal Skills Role Model)

매력 이고 닮고 싶은 인물들이 담배가 오스럽

기 때문에 담배권유를 거 한다는 내용
3.51

담배회사 마  술

(Marketing Tactics)

담배회사가 표 마 , 이미지 고 등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 은이들을 겨냥한다는 내용
3.22

담배회사의 심각한 

(Selling Disease and Death)

담배회사가 질병과 죽음을 래하는 제품을 매

하기 하여 조작과 기만을 한다는 내용
3.62

혼합형 소구

(Substantive Variation)

표 내용이 이질 인 다양한 연 메시지를 혼합

시키는 략
3.65

2003), 흡연자의 부정  라이  스타일, 간 흡연의 험성, 죽음을 부르는 담배, 

담배회사의 심각한  순으로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메시지를 

혼합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광고유형별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다. 상되는 문제  

  1) 사회  의제화의 기

 

   연캠페인이 장기 으로 지속되면서 기의 사회  심과 열기가 차 수그

러들고, 사회  주요 의제로서의 상을 지키기 해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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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향후 연이슈가 사회  의제로서 요하게 받아들여지기 하여 더 

많은 홍보 노력이 요구되며, 연캠페인 체에서 홍보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 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련하여 연캠페인을 지속 으로 강화시키기 해서는 

련 부처 공무원  국회의 이해, 시민단체의 조, 새로운 이슈 개발을 통한 언론

매체의 심 유발, 일반국민의 지지를 얻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흡연인구의 정체화

  재 흡연인구의 경우 흡연자의 비 이 높고, 이들은 담배의 독성으로 인하

여 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흡연인구가 답보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는 흡연자는 주로 보건소 연클리닉, 연콜센터, 민간 연학교 

등을 통하여 개인  차원으로 근하도록 하며, 연캠페인의 은 비흡연자  

기흡연자 심의 흡연 방 분야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흡연

인구의 유입은 연캠페인  연교육을 통하여 막고, 흡연자의 경우에는 연

치료  상담의 근성을 높이는 이원  근방법을 통하여 체 흡연인구를 낮춰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캠페인은 지 보다도 더욱 집 으로 15~25세의 

청소년  은 층에 을 맞춘 흡연 방 캠페인으로 개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3) 담배규제 정책의 갈등 계 증폭

 

  세계담배규제기본 약(FCTC)의 발효에 따라서 향후 담배가격 인상, 연구역 확

, 담배회사 고, , 후원활동 지, 담뱃갑 경고그림 강화 등 담배회사에 

한 규제가 훨씬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담배회사의 항이 거세질 것으로 

상된다. 이 과정에서 담배규제 정책에 한  국민 정책 홍보가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담배회사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활

동 등을 통하여 사회  지지기반을 확 하여 담배규제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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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노력을 치열하게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담배규제에 한 

극 인 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여론조사의 체계화, 연네트워크의 활성화, 

담배회사 비윤리성에 한 사회  인식 제고, 여론  정책주도층에 한 극  

홍보 등이 략 으로 이 져야할 것이다.

 

  4) 연사업의 확 에 따른 체계  조직화의 과제

 

  지난 몇 년간 연사업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첫째, 연교육 분야, 

연홍보 분야, 연상담 분야, 연정책  규제분야 등 제 사업 분야 간 역할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졌고, 둘째, 앙단 의 사업과 각 시도  구 단 에서 진행되

는 지역단  사업 간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태이며, 셋째, 정부기 과 민간

단체, 의료기  간의 유기 인 조체제가 시 히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각 

사업 분야 간 연계성을 략수립 기 단계부터 강화시켜야 하며, 앙 단 와 지

역단 의 통합 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기 과 민간단체와의 연

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 연사업의 의사결정방식이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 환되어야 하는데, 각 보건소 상담사, 민

간 연단체, 연 문가 등 일선 장의 목소리가 앙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경로의 확 와 의사수렴과정의 체계화가 필

요하다.

라. 추진방향

   연캠페인의 역할 세분화: 지난 수년간의 지속 인 연캠페인을 통하여 흡연

에 한 신체  인식, 사회심리  인식은 충분히 부정 으로 환하 으며, 간 흡

연에 한 경각심도 어느 정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의 결과 상당수의 흡연

자가 비흡연자로 환하 고, 잠재  흡연자의 흡연 방효과가 있었지만 향후 지

속 인 흡연율 감소를 해서는 1) 추가 인 잠재흡연자의 흡연자로의 진입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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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흡연자가 연자로 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3) 보다 강력한 담배규제정

책의 실 을 통하여 흡연행 에 불리한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홍보

활동은 잠재흡연자의 흡연자 진입을 막는 흡연 방 홍보의 역할과 강력한 담배규

제정책을 한 여론조성 역할에 집 하는 것이 효과 이며, 흡연자의 연화는 

연상담  교육을 통하여 근하는 역할 이원화가 효과 이다. 특히 흡연 방홍

보는 청소년, 여성층, 20  은층 심으로 집 화시키는 것이 효과 이며, 담배

규제정책 홍보는 담배회사의 비윤리성을 폭로하고 극 인 연네트워크의 구축

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근하는 것이 효과 이다.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 확산을 한 사회  여론 조성 기능의 강화: FTCT의 

연정책 가이드라인을 국내 연정책에 성공 으로 반 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사회  여론이 이들 제 정책에 우호 으로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역확 , 

담뱃갑 경고그림 강화, 담배가격인상, 담배회사 후원활동  마  활동 포  

지 등은 담배회사  흡연자 단체 등과 첨 하게 이해 계가 립하기 때문에 

이를 정책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체계 이고 진 인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하기 

한 고 홍보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개인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강화: 연 캠페인이 행동지향 이고, 정책지향

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사회 으로 다양한 인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한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청소년, 학생, 일반국민, 여성층 등 다양한 계층

의 연운동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단체, 의료집단, 문가 집단, 기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유발시키려는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향후 

연캠페인이 다양한 계층  단체들과 조체제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 질 수 있

도록 하기 하여 정부의 조정  네트워킹 역할이 더욱 요하여 질 것이다. 

  지역단 의 연사업에 한 역할 조정  지원체계 확립: 각 시도  구 단

에서 개되는 연사업에 한 앙 단 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구체

으로 앙단 의  국민 홍보는 흡연에 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 담배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맞추고, 지역단 의  국민 홍보는 해당 지역

의 학교, 직장, 주민 의체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 연운동의 실천화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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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으로써 앙단 와 지역단 의 상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연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 연홍보, 연교육, 연정책, 연치료 

 연구활동 지원 사업의 제 역이 상호 유기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 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연사업 민간 행사들이 개별 단 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지 않고, 체 인 연사업의 목표에 따라서 기획되고 통

합 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 단 별 이기주의나 배타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기 으로 사업 분야 간 커뮤니 이션이 이 져야 한

다.

  통합  캠페인 집행 역량의 강화: 상층 별로 합한 매체 수단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되, 각 매체 수단이 통합화된 연캠페인을 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여 방송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의 고, 장 로모션, 신문  방송을 통한 

담배규제 정책 홍보, 연서포터즈  문가의 인 네트워크 강화 활동 등이 일

성을 가지고 총체 으로 개될 수 있도록 종합 인 캠페인 기획이 이 져야 하

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 행사의 선정 기 으로써 고, 홍보 행사의 통

합 인 캠페인 수행능력이 더욱 요하다. 따라서 민간 행사의 경우 연사업의 

장기 인 로드맵의 기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에 활용한 매체 이외에도 온라인 고, UCC, 무버셜(movercial) 등 

미디어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  평가지표의 표 화: 연캠페인의 효과성을 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 종 의 연캠페인 효과 척도에 

한 반 인 재검토와 표 화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들 표 화된 지표는 

다음과 같은 척도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별 연홍보 도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보도 횟수

  ⋅ 연에 한 인지, 지식, 태도  연의지 증감율 

  ⋅간 흡연, 담배회사에 한 태도 변화

  ⋅ 연정책  담배규제정책에 한 국민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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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네트워크 가입자 수, 활동내용  활동 빈도

  ⋅홍보를 통한 연상담기  방문횟수

마. 연캠페인의 장기  방향

  연캠페인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흡연에 한 경

각심을 높이고 흡연행 에 한 부정  사회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2005

년부터 2008년까지 연캠페인이 1단계에 해당되며, 이 기간 동안 흡연의 신체  

폐해, 흡연자에 한 부정  이미지 확산, 간  흡연의 폐해를 지속 으로 부각시

키는데 치 하여 왔다. 

  2단계로는 담배규제정책에 한 우호 인 여론을 조성하고 연네트워크의 강화

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자발  사회운동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강력

한 담배규제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연네트워크의 확산을 

한 지속 인 홍보지원 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들 연네트워크 심으로 청

소년 흡연 방 운동  담배규제정책을 한 지지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

다. 

  3단계로는 담배제품에 한 부정  인식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어 국민들이 담

배를 반사회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담배없는 사회를 한 담배추방 운동이 

확산되고, 담배규제정책으로 제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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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1단계: 흡연에 한 경각심 

고취  부정  이미지 확

산

(2005~2008년)

-흡연으로 인한 신체  폐해에 한 지식  경각심 고취

-흡연행 에 한 왜곡된 이미지를 약화하고 부정  이미지를 

사회 으로 확산

- 매체를 통한 고  홍보활동,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2단계: 담배규제 정책에 

한 여론 조성, 흡연 방 캠

페인 강화, 연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운동화

(2009~2013)

-담배회사의 비윤리성에 한 사회  비 의식을 확 시킨다

-담배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한 사회  지지기반을 확 한다

-청소년, 은층 사이에 흡연에 한 부정  인식을 더욱 확

산시켜 새로운 흡연인구 유입을 차단시킴

-지역단 , 직장단 , 다양한 계층 별 연네트워크 구축을 지

원하도록 하며, 이들 연네트워크를 심으로 흡연 방  

담배규제 정책 추진을 한 국민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한다. 

3단계: 담배의 반사회  제

품화  사회  추방을 

한 사회  공감  조성  

제도  완성

(20014~2020)

-담배를 마약류와 같은 수 의 반사회  제품군으로 인식시키

도록 함

-담배에 한 법률  이슈를 지속 으로 쟁 화하고, 담배제

조  매행 를 제한시켜 진 인 불법화의 단계로 이행

- 매체를 통한 고, 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담배 쟁 의 이슈화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

용

-담배제품에 한 사회  근성을 원천 으로 차단할 수 있

는 제도  기틀을 마련

<표 3-33> 금연캠폐인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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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흡연자를 한 연지원 로그램의 확  

  1.  황

가. 국내 황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련 조항이 있으며 재 보건소 

연클리닉, 연콜센터, 온라인 연 로그램(도 담배탈출, 연마라톤 등) 등을 운

하여 연율을 높이고 있다. 

  1) 연클리닉

 

  우리나라는 일부 학병원의 가정의학과에서 연클리닉을 소규모로 운 하 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10월에 국 1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부터 국의 모든 보건소에 설치해 운 하고 있다. 보건소 연클리닉에서

는 흡연자를 상으로 연상담  니코틴 체요법을 제공하고 있다. 국 보건

소에서 운 하고 있는 연클리닉은 이용자에게 6개월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록된 흡연자의 상태에 따라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제공하게 된

다(보건복지부, 2008). 행동요법에서는 연에 한 지식, 담배에 한 의존성, 과

거 연의 성공경험, 연에 한 성공기 , 사회  지지, 심각한 갈등의 부재, 재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 스 상황에 한 처 능력 등이 고려된다(이주열, 

2001). 이를 통하여 본인의 연의지를 지속시키고, 상담과정을 통하여 심리  지

지 요법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행동요법만으로 연이 어려운 경우에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된다. 연에 효과가 입증된 니코틴 체요법과 부 로피온(Buprop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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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 니코틴 체요법으로는 패치(patch), 껌(gum), 목캔디(lozenge)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보건소 연클리닉의 모든 운 은 표  상담 로토콜로 개발

된 산시스템에 의해 리되고 있다. 지역주민  보건소를 방문하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소득층 지역, 사업장, 학 등으로 출장을 나가서 흡연자를 등록하고 있

다. 등록된 흡연자에 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연상담을 실시하고 6개월 간 

연실천을 지원한다. 6개월 간의 연실천 과정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원할 경우는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달리 연에 성공하

여 정상종결 된 후에 연유지에 실패하여 흡연자가 재등록을 원할 경우 행동요법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2) 연상담 화

  우리나라의 연상담 화 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시범사업 결

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운 하고 있다. 연콜센터의 가장 

요한 목 은 화상담을 통하여 흡연자의 연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방하기 한 것으로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나. FCTC 황 

  FCTC 제14조에는 교육기 , 의료시설, 직장, 운동공간과 같은 장소에 연 진

을 한 효과 인 로그램 설계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 외국 황 

   니코틴에 독된 사람들은 흡연만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흡연 험을 인식

하는 흡연자  4명  3명은 연하고 싶어 한다. 흡연자들은 독성 약물에 의

존한 사람들과 같이 부분이 스스로 연하기 어려워하고 있어 흡연의존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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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데 도움  지지가 유익하다. 많은 국가에서 담배의존성과 치료를 해 국

가보건 리체계에서 1차 으로 근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여 연을 

지원하고 있다(WHOㅡMpower, 2008).  

  연클리닉은 흡연자의 연을 지원하는 효과 인 방법으로 국, 호주, 뉴질랜

드 등 여러 나라에서 운 하고 있다. 국의 경우 1999년부터 국가 차원의 연클

리닉이 운 되어 2003년에는 체 흡연자의 약 3%가 연클리닉을 이용하 다. 홍

콩은 2000년에 연클리닉(Smoking Cessation Health Center)을 시작하여 2001년에 

공공병원에 4개의 연클리닉을 설치하 고, 2002년부터는 10개의 연클리닉을 

운 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개인 상담과 2주간의 니코틴 체요법을 무료로 제

공하고 있으며, 2주 이후에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17개월간 연클리닉 참

여자는 1,203명으로 1년 연율은 27.3%이었다. 뉴질랜드는 2000년부터 니코틴 체

요법에 한 보조를 시작하여 4년간 19만장의 니코틴 체재 교환권이 발행되었

다. 

  연상담 화는 미국, 국, 호주, 캐나다, 라질, 이란, 아시아 등 많은 나라에

서 공식 으로 산을 배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실질 으로 흡연율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 인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에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여 무료 화상담 서비스(helpline)를 가동하고 있다. 

국도 NHS 화서비스의 일환으로 연 화서비스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 77개 

주 는 자치구에서 총 178개 라인을 운 하고 있다. 2001년에 미국의 28개 주에

서 운 된 연상담 화의 이용자는 241,000명 이상으로 28개주 흡연자 1%-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연 화 상담서비스는 원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과, 흡연자

들이 직 면보다는 화상담을 훨씬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 앙 집 화 

데이터베이스에서 범 한 지역을 총 할 수 있으며, 홍보가 쉽다는 이  때문에 

매우 효과 인 연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연 로그램의 성공 인 실행을 해서는 가능한 많은 흡연자들을 하여 

이들을 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선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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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좀더 많은 흡연자들이 할 수 있는 연 로그램의 매체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웹을 기반으로 한 연 로그램을 운 하기 시작하여 시범운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Lichtenstein, 2002). 새로운 보건교육의 매체로 인터넷이 

등장하게 된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보 의 일반화에 기인한 것으로, 들이 보

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체들을 통한 건강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 된다(Escoffery 등, 2003). 

  인터넷을 통한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각 개인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같은 정보를 반복 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 텍스트, 오디오, 그래  등 개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학습형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진시키고 건강 문가들과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진시키는 역할도 한다(Escoffery 등, 2003). Wilkins (1999)

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읽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소비

자가 자신의 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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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국가별 금연치료 비교 

  

구분 국가 

연치료 

무료 연

화

니커틴

체제 

제공 

부 로펜

제공

연상담

건강클리닉

(1차건강 리시설)
병원 진료실 지역사회

G7국가

미국 ○ ○ ○ ○(일부) ○(일부) ○(일부) ○(일부)

국 ○ ○ ○ ○( 부분) ○( 부분) ○( 부분) -

독일 ○ ○ ○ ○(일부) ○(일부) - -

랑스 ○ ○ ○ - - - -

일본 - ○ - ○(일부) ○(일부) ○(일부) -

캐나다 ○ ○ ○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이탈리아 ○ ○ ○ ○(일부) ○(일부) ○(일부) -
릭스

(BRICs) 

국가

라질 ○ ○ ○ ○(일부) ○(일부) ○(일부) ○(일부)

러시아 ○ - - - - -

인도 ○ ○ ○ ○(일부) ○(일부) ○(일부) -

국 ○ ○ ○ ○(일부) ○(일부) ○(일부)

OECD 

국가(23개

국)

한국 ○ ○ ○ ○(일부) ○(일부) - -

폴란드 ○ ○ ○ ○(일부) ○(일부) - -

멕시코 ○ ○ ○( 부분) ○(일부) ○(일부) ○(일부)

호주 ○ ○ ○ ○( 부분) - ○( 부분) ○(일부)

뉴질랜드 ○ ○ ○ - ○(일부) ○(일부) ○(일부)

스페인 ○ ○ ○ ○(일부) ○(일부) ○(일부) ○(일부)

터키 - - - - - - -

오스트리아 ○ ○ ○(일부) ○(일부) ○(일부) -

벨지움 ○ ○ ○ ○(일부) ○(일부) ○(일부) -

덴마크 ○ ○ ○ ○(일부) ○(일부) ○(일부) -

아이슬랜드 ○ ○ ○ ○(일부) ○(일부) ○(일부) -

체코 ○ ○ ○ - - - -

핀란드 ○ ○ ○ ○(일부) ○(일부) ○(일부) -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

아일랜드 ○ ○ ○ ○(일부) ○(일부) ○(일부) -

룩셈부룩 - - - - - - -

네덜란드 ○ ○ ○ - - - -

노르웨이 ○ ○ ○ ○(일부) ○(일부) ○(일부)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스웨덴 ○ ○ ○ ○( 부분) ○( 부분) ○(일부) ○(일부)

스 스 ○ ○ ○ - - - -

주: ‘-’: 없거나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자료: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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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론  타당성

  우리나라는 보건소 연클리닉이 운 된 이후 2007년 12월까지 총 34개월간 

국 으로 709,323명을 등록하여 평균 연성공률은 4주 76.6%, 6개월 41.3% 등으로 

국의 연클리닉 4주 평균 성공률 53%(NHS, 2007) 보다 높게 나타났다(송태민 

등, 2007). 국내의 연클리닉과 외국( 국, 홍콩)의 연클리닉을 비교하여 비용분

석을 실시하 다. 국내 연클리닉의 4주 상자는 2005년 178,521명, 2006년 

202,704명으로 연성공률은 2005년 74.3%와 2006년 75.9% 다.

 <표 3-35> 국가별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국가 서비스기 서비스기간(개월) 등록자수
4주 상

자

4주 성공자 

(성공률)

한국(2005년) 보건소 연클리닉
2005. 1 ～ 2005. 

12(12)
185,070 178,521 132,560(74.3)

한국(2006년) 보건소 연클리닉 2006. 1～2006. 12(12) 226,744 202,704 153,935(75.9)

국 NHS 2004. 4 ～ 2005. 3(12) 529,600 529,600 298,100(56.3))

홍콩 SCHC(1개 병원) 2000. 8～2002. 1(17) 1,203 1,203 327(27.2)

 자료 : 송태민 외, 2007.

  한편, 2005년 보건소 연클리닉 총 지출비용은 24,424,578천원으로 4주 이용자

의 1인당 평균지출비용은 137천원이며 4주 성공자 1인당 지출비용은 184천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 보건소 연클리닉 총 지출비용은 34,584,838천원으로 4주 이용

자의 1인당 평균지출비용은 170천원이며 4주 성공자 1인당 지출비용은 224천원으

로 나타났다(표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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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국가별 금연클리닉 지출비용

국가

운 비용(천원)
4주 상자 1인당 운

비용(천원)

4주 성공자 1인당 

운 비용(천원)

체 NRT, 약물 인건비 등 체
N R T , 

약물

인건비 

등
체

N R T , 

약물

인 건

비 등

한국(2005년) 24,424,578 11,451,912 12,972,666 137 64 73 184 86 98

한국(2006년) 34,584,838 13,321.420 21,263,418 170 65 105 224 86 138

국26) 163,033,500 80,663,750 82,370,750 308 152 156 547 271 276

홍콩27) 143,7884) 32,766 111,022 120 275) 93 440 100 340

자료 : 송태민 외, 2007.

  연의 성과와 련하여 이 의 연구에서는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담배

를 계속 피우는가 끊었는가의 이분법 인 구분으로 도식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을 일련의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Prochaska & Diclemente, 

1983; 오 수 등, 1996). 흡연자들이 연을 시도하고자 할 때, 흡연의 유혹 상황에

서 인지  차원과 행동  차원의 응기 이 병행될 때 연 성공률이 높아지며

(Shiffman, 1984), 자신의 행 를 모니터하고 찰한 후 자신의 평가 기 과 비교하

여 단하고 그에 따른 정 , 부정  자기반응으로 보상과 처벌을 부여하는 일

련의 과정에서 행 가 조 되므로 행 가 변화되는데 요한 요소는 동기이다

(Varies, 1994). 따라서 연 로그램이 효과 이려면 일회  교육에서 벗어나 개

인의 흡연에 한 태도, 기 , 가치, 신념을 고려해야 하며 상자 심 역에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문실 등, 1997)

  연단계는 상자의 자기효능감과도 연 이 높다. 장기 으로 담배를 끊은 집

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기효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은 자기 변

화의 요한 측면이자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26) NHS. Statistics on NHS Stop Smoking Services in England, April 2004 to March 2005. NHS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05 

27) Abdullah AS, Hedley AJ, Chan SS, Ho WW, Lam TH.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f a smoking 

cessation clinic in Hong Kong: a model for the future service provider. J Public Health(Oxf). 2004 

Sep;26(3):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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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lemente, 1986).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  략의 숙달과 주 의 지지가 행

동을 변화시키는데 요한 요인이되며 흡연하는 청소년에게 자기 효능정보근원을 

이용하여 흡연 유혹 상황에서의 자기조  략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의 자기조

 효능감 정도를 상승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다(신성례, 1997). 따

라서 연 로그램은 장기 으로는 상자가 완 히 연하는 것이 목표이나, 단

기 으로는 참여자의 연의지를 한 단계 높여주는 목표에 을 맞추어 로그

램을 구성함으로써, 스스로 연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연을 유지해나가도록 유

도하는 것이 효율 이므로, 온라인 로그램의 도 로그램은 30일간의 단기 

로그램인 만큼 단기 목표에 을 맞추어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즉, 계획  

단계부터 유지단계까지 상자들의 행동단계에 따른 한 연교육 방법을 비

하여 제공하는데 을 두어, 계획이  단계와 계획단계에 있는 상자들을 하

여 연의 장 을 강조하는 컨텐츠를 주로 제공하고자 하 으며, 비단계에 있는 

상자가 스스로 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로그램으로 유도하고자 하 고, 

실제 연을 실행에 옮기려는 상자와 유지하고자 하는 상자를 돕기 하여 각

각의 로그램에 자기조  략을 반 하고 있다. 

  국내 웹사이트에서 운 하고 있는 온라인 연 로그램의 황을 악해보면, 

2005년 11월 재 엠 스, 네이버, 야후, 다음 4개의 포탈사이트를 상으로 연

련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조사된 사이트의 70.5%가 상업기 이었으며, 22.7%가 

비 리기   단체, 6.8%가 교육기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웹사이트 분석 평

가 문 랭키닷컴 사이트를 통해 이용도가 가장 높은 11 까지의 사이트를 집  

분석한 결과, 연길라잡이를 제외하고는 4개의 사이트만이 온라인 연 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단계별 체계 으로 설계된 로그램

이 아닌 부분 이미지나 동 상, 는 연을 한 각종 정보들로 구성된 로그

램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7년도 연포탈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속한 방문자 수는 2,261,196명이었으

며,   1일 평균 방문자수는 7,587명이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월별 많이 요청된 

컨텐츠 그룹은 ‘공감마당’의 유율이 52.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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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 연교육자료실’, ‘공지사항’, ‘ 연갤러리’  순이었다. 연길라잡이 사이트의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7.0%, 주 1회 이상 31.6%, 월 1회 

이상 26.4%로 나타나 응답자 가운데 65%가 월 1회 이상 연길라잡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연길라잡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도 담배탈출 18.3%, 이벤트 14.6%, 스스로 진단 13.8%, 연배움

터 9.9%, 커뮤니티 7.4%, 문자료실 7.2%, 문가상담 6.3%, 연마라톤 6.2%, 동

상 자료 5.8%, 문가칼럼 5.2%, 지구  연 5.0%, 기타 0.3%의 순이었다. 연

길라잡이 사이트가 실제 이용자들의 연결심이나 연 행동 실천에 도움을 주었

는지에 한 문항에서 90.3%가 도움을 다고 응답하 다. 2004년도 86.4%, 2005년

도 91.8%로 도움을 다는 응답이 꾸 히 높은 수 을 유지하여 사이트가 흡연자

들이 연을 결심하고 유지하는데 계속 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송태민 외, 2007).

  3. 상되는 문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특수병원  시도립 병원의 극  참여가 제한될 수 있

다. 따라서 담당인력에 한 교육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병의원의 참여가 

제한 일 수 있다. 따라서 연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에게 인센티 를 제공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 국립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연상담 화 센

터의 장비  인력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4. 효과 

  흡연자의 연실천을 극 지원하게 되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

고 연클리닉 이용자를 연도우미로 극 활용하여 사회  연분 기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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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방향 

 ○ 연상담  치료의 근도를 높이기 하여 재의 보건소 연클리닉, 연  

 상담 화, 연포탈사이트 등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한다. 

 ○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특

수병원을 시작으로 시도립 병원 등에 연클리닉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 보건소 연클리닉과 연계 활동을 학 병원, 일반 병의원 등으로 단계 으로  

 확 한다.

 ○ 연상담 화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하여 재 국립 암센터에서 운 하는   

 앙 집 식 방식을 탈피하여 국 보건소의 연클리닉에 담당 요원 1인을 추  

 가 배치하여 기능을 활성화 한다. 

 ○ 인터넷을 활용한 연 로그램을 지속 으로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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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연정책지원체계강화 

  1. 담배 매규제 정책 

가. 황

  1) 국내 황

  국내 련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국

민건강증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담배사업법 제

12조, 제18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2007년 상반기 재 우리나라의 연구역 지정시설은 국 으로 201,866개이었

으며, 연시설은 94,854개, 담배자 기 설치수는 2,597개, 담배소매인 업소는 

161,890개이었다. 

 연 시 설
담  배  

자 기 

설치수

담  배

소매인

업  소
계 의료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94,854 48,959 2,288 11,079 7,695 24,833 2,597 161,890

<표 3-37> 금연시설 및 담배판매장소 현황(2007년 상반기) 

  담배자동 매기에 성인인증장치가 미부착된 곳은 체 2,639개  2곳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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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률이 99.1%로서 부분 부착이 되어 있었다.

계

미성년자 

출입 지지역

지정소매인 포  

업장

공 이용시설 

흡연구역 장소
기  타

소계 부착
미

부착
소계 부착

미 

부착
소계 부착

미 

부착
소계 부착

미 

부착

2,639 315 310 5 1,224 1,219 5 810 800 10 290 287 3

<표 3-38>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현황(2007년 상반기) 

  미성년자에 한 담배 매 단속 등에 해 2006년에 실시한 각종 법규 반 단

속 실 은 미성년자 상 담배 매 행 가 219건, 연‧흡연구역 지정 반이 

4,106건, 흡연구역 시설기  반이 511건, 연구역 흡연행 가 21,977건이었다. 

미성년자 상 담배 매 행 가 발된 219건은 체 담배소매상 수의 0.1%정도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흡연 청소년의 70% 이상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볼 때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

은 연‧흡연구역 지정 반이나 흡연구역 시설기  반 단속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속내용
처분사항

계 주의‧경고 과태료(범칙 ) 고발

미성년자 상 담배 매 219   39 94 86

연‧흡연구역 지정 반 4,106 4,094  9  3

흡연구역 시설기  반 511  509  2  0

연구역 흡연행 21,977 19,093 2,884 -

<표 3-39> 금연관련 법령 위반 단속 건수(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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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CTC 황

  FCTC 제16조에서는 모든 담배제품 매업자가 미성년자에 한 담배 매 지

에 한 선명하고 명확한 표지를 매장소 내부에 설치  구매자에게 증명서 제

시 요구, 선반 진열과 같이 담배제품에 한 직  근이 가능한 매 지, 담배

제품 형태의 사탕, 과자, 장난감 등의 제조‧ 매 지, 담배자 기에 미성년자 

근 지  담배 매 지, 미성년자에 한 담배제품 무상 배포 지, 담배의 낱

개 매 혹은 소량 포장 매 지, 담배 매업자  유통업자에 한 처벌 등의 

효과 인 조치를 채택‧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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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약 련 국내법

미성년자에 

한 담배 

매 지

(제16조1항) 국내법이 규정한 연령 

는 18세 미만인자에 하여 담배 

매를 지하기 한 효과 인 입

법‧집행‧행정 는 기타 조치를 채

택하여 시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4의가) 담배를 유

해약물로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6조1)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매‧ 여‧배포하지 

않도록 함

미성년자에 

한 담배 

매 지 

표기 설치

(제16조1항가) 담배 매업자가 미성

년자에 한 담배 매 지에 

한 선명하고 명확한 표지를 매장

소 내부에 설치하도록 함

련규정 없음

나이 증명서 

제출 요구

(제16조1항가) 담배구매자의 나이가 

의심스러운 경우 구매자에게 법  

연령에 도달하 음을 증명하는 

한 증명서제시를 요청토록 요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매, 여, 

배포하고자 하는자가 그 상 방의 연

령을 확인하도록 규정

담배 진열  

근 규제

(제16조1항나) 상  진열과 같이 담

배제품에 한 직  근이 가능한 

모든 방식의 담배제품 매를 지

련규정 없음

담배형태의 

사탕‧과자‧ 

장난감 등의 

제조‧ 매 

지

(제16조1항다) 미성년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담배제품 형태의 

사탕‧과자‧장난감 는 기타 물건

의 제조  매를 지

련 규정 없음

무상배포

지

(제16조2항)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

에 해서 담배제품을 무상 배포하

는 것을 지하거나 지를 진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제품의 무상 배포

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낱개‧소량 

매 규제

(제16조3항)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

성을 높이는 담배의 낱개 매 

는 소량 포장 매를 지하기 

하여 노력

(담배사업법 제20조) 구든지 담배의 

포장  내용을 바꾸어 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담배자동

매기

(제16조5항) 담배 자동 매기의 도

입을 지하거나 는 한 경우

에 담배 자동 매기를 면 지한

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함

(제16조1항라) 담배자 기에 미성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담배사

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매하는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 매기를 설치하여 담

배를 매해서는 안됨

<표 3-40>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국내법과 비교: 미성년자의 구매 및 판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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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근할 수 없도록 하며 담배 

자 기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한 

담배제품의 매가 진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담배 

자동 매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①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지되어 있

는 장소, ② 포  업장의 내부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담배자동 매

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매하는 자

는...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5조의2)성

인인증장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

면허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성인

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담배 매업

자에 한 

처벌

(제16조6항) 미성년자의 담배 매 

 구매에 규정된 의무사항의 이행

을 보장하기 하여 담배 매업자 

 유통업자에 한 처벌을 포함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청소년에게 담

배를 매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 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의1) 허

용장소 이외에 담배 자동 매기를 설

치하여 매한 자에 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매 진을 

하여 담배를 무료로 배포하 을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

하의 벌 을 부과

(담배사업법 제28조) 담배의 포장  

내용을 바꾸어 매한 자에게 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성년자의 

담배 매 

지

(제16조7항) 미성년자가 담배제품을 

매하는 것을 지하기 한 효과

인 조치 마련

련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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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의 황  

  청소년에게 담배 매를 규제하는 법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여 히 쉽게 담배를 구매하거나 획득하고 있다(Stead 

LF, 2005). 이와 련하여 청소년 담배 근 방을 한 법 강화와 포 인 담배

규제정책의 동반이 요구되고 있다. 

  가) 미국 

 미국의 모든 주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담배를 매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

하고 1980후반에서 1990년 기 12-17세 청소년의 60-90%가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담배 근을 이기 한 포 인 정책으로 

1994-1996년에 3가지 the Synar Regulation,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RIN 0910-AA48, the California STAKE Act가 수행되었다. the Synar와 the 

FDA정책은 1996년 1월부로 모든 주에서 청소년 담배 근법을 강화하고 청소년 담

배 매를 20%이하까지 감소시키기 한 계획을 개발하며, SAMSHA에 정책 수행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 다. 어떤 주는 the Synar의 수행 실패로 인하여 연방정

부의 약물남용 방  치료를 한 교부 의 40%까지 삭감되었다(Chriqui JF, 

2000; Surgeon General's Report,2000).  

  캘리포니아의 경우 the Synar Regulation 수행으로 1994년 The Stop Tobacco 

Access to Kids Enforcement (STAKE) Act를 통과 시켰다. The STAKE Act는 청소년

에게 불법으로 담배 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한 주의 법 강화 로그램이다. 이 

법은 담배 매상으로 하여  18세 이하에게 담배를 매하는 것이 불법이고 벌

이 용된다는 경고부착을 요구한다. The STAKE Act 경고문에는 소비자가 청소년

에게 불법 매한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무료 화 번호(1-800-5 ASK-4-ID)를 포

함한다. CDPH는 the STAKE Act의 한 부분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의 청소년 불법 

담배 매율을 평가하고 법 수를 검한다. 청소년 불법 담배 매 평가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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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Tobacco Purchase Survey (YTPS)에서 수행한다(캘리포니아 보건부, 2007).   

  2007년 청소년 담배 매 조사(Youth Tobacco Purchase Survey) 결과 청소년 불법 

담배 매율은 2006년 13.2%에서 2007년 10.7%로 감소하 다. 주 체 으로 청소

년 불법 담배 매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 에서는 청소년 불법 담

배 매가 높았다. 할인/선물 매 의 불법 매율이 17.9%, 조제식품/고기 매

이 16.2%, 도넛 가게 14.2% 다. 이를 이분하여 살펴보면 Non-traditional retail 

stores(doughnut shops, discount stores, or deli/meat markets)은 15.9%로 높고, 반면 

traditional stores(grocery, drug, tobacco, liquor, or gas stations)은 9.8로 항상 낮았다. 

조사된 매 의 59.4%는 STAKE Act 담배 매 연령 경고문(STAKE Act age of 

sale warning signs)을 부착하 다(캘리포니아 보건부,2007).  

  최근 다양한 흡연규제 정책과 련하여 담배 매  인터넷 매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Chriqui JF(200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주 내 아웃렛에서 직 담배 매를 규제하고 있고, 인터넷과 이멜 주문 상 에 의

한 담배상품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담배 근  탈세 방을 

으로 한 주의 새로운 규제가 제정  발효되거나 구되고 있다. 1992-2006동안 

34개 주(67%)에서는 련법을 제정하 고, 27개주(45%)는 2003-2006년 동안 법이 

발효되었다. 5개주는 소비자가 직  담배를 출하하는 것을 지하 고, 나머지 29

개주는 연령/신분증 확인, 결제문제, 출하, 상 허가증  련문제, 세 징수/송 , 

벌 /법집행 등을 혼합 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배달 매법을 가진 주는 지난달 

흡연율  청소년 흡연 험에 한 개념을 포함하여 청소년 담배 근 정책, 주의 

담배규제환경, 담배세 부과  세수입 등이 좀 더 강력하게 수행되고 있다(Chriqui 

et al, 2008).  

  나) 캐나다

  캐나다 연방법에는 18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매하는 것이 불법이다. 한 개

인별 담배 매를 한다. 온타리오 주를 포함한 6개 주와 1개 지방은 19세 미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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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담배를 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고, 노바스코티아 주와 알버타 

주는 청소년이 담배 소지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2007년 재 캔디 담배 매 지는 연방법에 없다. 그러나 Nunavut는 캔디 담배 

매를 지하고 있고, 노바스코티아 주 한 이와 비슷한 법이 통과되어 발효되

기를 기다리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1994년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지하

다. 이것이 2006년 5월 31일 the Smoke-Free Ontario Act가 발효되면서 신분증 요

구 없이 25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를 팔거나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the 

Smoke-Free Ontario Act가 시행된 후 수집된 자료는 주의 노 상 80%가 신분증 요

구를 행하고, 88%는 청소년 담배 매 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상인들은 일반 으로 연령 확인을 실패하는데, 2006년 CAMH 모니터 조사결과 

주의 성인 85%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매하는 매 의 담배 매 허가를 잃게 하

는 것에 동의하 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담배 매 허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청소

년 담배 매 지 규정을 반복 으로 반 하 을 경우 벌 이 단계 으로 증가되

고 매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캐나다 보건부,2007, http://www.otru.org/pdf/13mr/13mr

_no1_3.pdf).  

  다) 핀란드 

  2004년 핀란드에서 수행한 청소년(12-18세) 담배 매 지에 한 1977년부터 

2003년 동안의 평가 결과 청소년의 상업  자원을 통한 담배구매 감소는 1977년 

직후에는 작았으나 1995년 후에는 크고 계속되었고, 2003년에는 14세 청소년의 담

배구매율이 90%에서 67%로 감소, 16세 청소년은 94%에서 62%로 감소하 으며, 

매  구매의 경우 14세는 39%에서 14%로 감소, 16세는 76%에서 27%로 감소하

다(Rimpelä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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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  타당성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요한 한 요인이 담배의 취득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부분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에 한 담배 매를 지하고 있고 동시에 미성년

자의 자동 매기를 통한 담배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에 한 

담배 매를 완 히 통제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

이 각국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 한 담배 매 제한의 효과가 평가되었는데 청소년

의 흡연시도 억제, 규칙  흡연자의 감소 등의 효과가 기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 공공장소에서의 강력한 흡연 지 조치 등 포 인 정책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담배 매 제한 만으로는 

효과의 한계가 있다는 보고도 많으므로 청소년 흡연 억제를 한 포  정책의 

일환으로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4; Rigotti 등, 1997; Biglan 등, 200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Stead & Lancaster, 2000; Fichtenberg & Glantz, 2002; Chen & Forster, 

2006). 

다. 상되는 문제

  200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담배구매 시도자  70.6%가 쉽게 구입이 가능

했다고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성년자 상 담배 매 단속의 실효성이 없으며, 매 

장소 내 미성년자 담배 매 지 표시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고, 연령 확인 시 

구체 인 증명서 제시 조항이 없으며, 소비자가 직  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 

진열 지 규정이 없고, 담배제품 형태로 된 사탕, 과자, 장난감의 수입, 매, 제

조 지 규정이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담배 매에 한 단속의 한계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담배제품 매 행 에 한 지 규정 없는 등의 문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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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매자 입장에서는 신분증 확인에 한 부담과 구매자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법규 수에 해 항할 가능성이 있다.  

라. 효과

  청소년들의 담배에 한 근성을 제한함으로써 흡연율을 억제하는 직 인 효

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흡연이 비정상 인 행 라는 규범을 정착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마. 추진방향 

  미성년자를 상으로 한 담배 매를 제한하기 해서는 기존 법령의 강화 뿐만 

아니라 법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구체 이고 실 인 용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한 담배 매업자들이 청소년들에 한 담배 매를 거부했을 시 이로 이한 불이

익이 없도록 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우선 행 마련되어 있는 법령을 실행

하기 한 조치가 필요하며 단계 으로 법령의 강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통계모니터링 등 연정책의 지원  

가. 황

  1) 국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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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에 련 

조항이 있다. 재 국민건강증진기 에 의한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

리본부의 국민건강‧ 양조사, 국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한국 연운동 의회의 청

소년흡연실태조사, (구)국가청소년 원회의 청소년유해환경 조사 등의 국 인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의 국민건강증진기 에 의한 흡연 련 연구사업은 

표와 같다.

연도별

연구 과제수(개) 연구비

총액*

(백만원)

연 련연구

계 정책 일반 장기 과제수
연구비

(백만원)

연구비

비율(%)

1998 11 11 - - 829 - - -

1999 81 20 61 - 2,086 11 220 10.5 

2000 74 21 53 - 1,900  7 159  8.4 

2001 65 21 44 - 1,844  6 133  7.2 

2002 52 15 37 - 1,210  8 151 12.5 

2003 39 17 22 - 1,235  3 90  7.3 

2004 44 22 22 - 1,235  2 59  4.8 

2005 100 39 61 - 4,492 11 497 11.1 

2006 85 50 29 6 3,000 - - -

합계 551 216 329 6 17,831 48 1,309 7.3

* 산  행정경비 제외한 액수임 

<표 3-41>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현황(1998～2006)

  한편 청소년  성인 흡연실태 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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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등학생 

흡연실태조사

국청소년건강

행태

온라인조사

국민건강 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

사

주 기 한국 연운동

의회

질병 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7부터 

질병 리본부)

(구)국가청소년

원회

목  

 

연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 일반, 조사통계 지정, 조사통계 일반, 조사통계

목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의 장기간 

변화 추이 찰

청소년 건강행태 

황과 문제 에 

한 보건지표 

산출  국가의 

청소년건강 

증진정책을 기획,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공

국민건강증진을 

한 목표설정과 

평가, 그리고 

효과 인 

건강증진사업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 

제공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 수집

시작연도 1988년 2005년 1998년 1999년

상 국 

‧고등학생

국 

‧고등학생

12세 이상 19세 

미만

국 

‧고등학생  

기청소년

조사주기 매년 매년 3년(2007년부터 

연 )

매년

조사기간 6~7월 주: 10~11월 연 10~11월

범  

 

방법

표집방법 지역별 충화 후 

무작 표집

지역별 층화 후 

2단계 군집표집

2원층화비례계통추

출법

지역별 층화 후 

비례할당추출

자료분석

상자수

(연도)

7,398명(‘07) 71,404명(‘06) 1,033명(‘05) 14,430명(일반청

소년, ‘06)

1,500명( 기청소

년, 06)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자기기입식 

온라인

자기기입식 자기기입식

가 치부여 함 함 함 함

흡연 련 

문항수

(조사연도)

46문항(‘07) 14문항(‘06) 13문항(‘05) 17문항(B형 

설문지, ‘06)

<표 3-42>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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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운동 의회 

흡연실태조사

국민건강 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주 기  
보건복지부 

-한국 연운동 의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목  

 

연

통계종류 일반1), 조사2)통계 지정3), 조사통계 지정, 조사통계

법 근거 국민건강증진법(1995) 통계법 제4조1항 제8조 

목

흡연․ 연실태와 

연정책 인식정도 

악, 국민보건  

연정책수립 

기 자료 제공

건강증진정책 실행이 

건강생활실천에 미치는 

향 평가 한 

지표산출

국민의 삶의 질 수   

사회변화 악하여 

사회정책개발 

기 자료 제공

시작년도 2000.~2004 1973.5 1977.3

주기 매 분기(3,6,9,12월)

 3년 주기(‘98년 국민건

 강 양조사로 명칭변경 

 후, ‘98,’03, ‘05)

매년(단 흡연행태는 4년 

주기로 조사됨 

1999,2003,2006)

범  

 

방법

조사 상
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국 만 19세 이상 성인 

국 만15세 이상 

가구원(흡연은 20세 이상) 

조사기간
조사 상분기 

마지막월  1일 
11.1~12.31 

2006년의 경우 2006. 7. 16. 

～ 7. 25.(10일간)

표본추출

방법

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  추출법 

-1차: 

 층화계통추출법(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를 기본)에 의해 표본  

 조사구 선정 

 2차: 

 건강면 조사를 완료한  

 조사구의 1/3에서 보건  

 의식행태조사 실시

-1차:

 층화계통추출법(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본) 의해 선정  

-2차:

 각 조사구에서 임의추출   

 법으로 1개구역선정, 시계

 방향순서로 인  4개구역

 표본으로 선정, 구역내 

 모든 가구를 조사

표본수 약 1,512명 총 8,417명  약 30000가구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

자료수집

방법
화조사

조사원 방문(면   

자기기입식 병행)조사  

조사원 방문(면   

자기기입식 병행)조사

<표 3-43> 성인 흡연실태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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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CTC 황

  FCTC의 제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와 담배소비 감시체계 

등에 한 조항이 있다.

 ․담배규제 분야의 연구를 개발, 진

   - 연구  과학  평가 활동의 실시‧ 력  이를 통해 담배소비  담배연기  

     노출에 한 결정요인과 향  체작물의 악에 한 연구를 진‧장려

   - 연구, 수행, 평가 등 담배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훈련과   

     지원을 진, 강화

 ․담배소비  담배연기 노출의 규모, 양상, 결정요인  향에 한 국가, 지역,  

   국제  감시체계 수립함. 이 경우 그 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지역  국가 으  

   로 분석가능해야 함.

 ․재정‧기술  지원의 요성 인식   

   - 담배소비  련 사회‧경제‧조건지표에 한 역학  감시를 한 국가 체계  

     확립

   - 감시체계  정보교환을 해 정부 혹은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국제   지  

     역 인 정부간 기구와 력 

   - 담배와 련된 조사 자료 수집, 분석, 배포를 한 지침 혹은 과정의 개발을  

     해 세계보건기구와 력 

  3) 외국의 황

 

  모니터링은 흡연과의 싸움에 필요한 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포  모니터링

은 흡연에 련된 공 의 태도  지식 뿐 아니라 흡연율을 추 하고, 흡연만연의 

범   특성, 특정 재를 한 표  집단, 다양한 정책의 향에 한 모니터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 등에 한 자료를 구축한다. 한 모니터링 자료는 좀 더 강

력한 정책을 옹호하기 해 요한 근거가 된다(WH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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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에서는 2008년 보고서에서 청소년  성인 흡연 조사를 통하여 각 국가에

서 수행된 모니터링 활동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최근 193 회원국  86개국만이 

성인  청소년 모두에 한 국가를 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86개국 

 1/5정도의 국가가 국제 인 지원 없이 자국에서 자료를 생성하 다(WHO,2008).  

  가) 미국 

  미국의 경우 흡연 련 조사에는 National and State Surveys로서 다양한 활용을 목

으로 한 약 10가지(NYTS, YTS, ATS, NHIS, BRFSS, YRBSS, MTF, NHANES, 

NSDUH, CPS 등)가 있다. 이  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NYTS)는 연구자 

 공공보건요원들이 활용하기 한 공공의 자료로서 Healthy People 2010의 청소

년 흡연 감소 목 을 달성하기 해 비교할 수 있는 기  자료로 제공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인구사회학  요인, 청소년의 흡연 근, 간 흡연 노출 등이고, ․고

등 학생에 한 국가  표 자료는 흡연 련 신념, 태도, 행동, 흡연 노출에 한 

찬성 는 반  의견 등이다. 재 1999, 2000, 2002, 2004년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다(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NYTS),2008). 청소년 흡연 련 조사로서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YRBSS)는 청소년들의 우선순  건강 험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찰하고, 국가와 지방의 청소년 보건정책의 향을 평가하고, 

Health People 2020의 목표 달성을 한 경과를 찰하기 해서 미국 질병 방

리센터(CDC)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1992년부터 공립  사립학교에 재학 

인 9~12학년 학생을 상으로 매 2년(홀수년) 주기로 학기에 실시된다. 조사내용

은 건강 험행태  청소년 건강우선순  6개 역에 해 87개 핵심문항이고, 이

는 각 주 는 시에서 문항을 가감할 수 있다. 2005년 조사된 구체 인 흡연 역

의 조사내용으로는 평생흡연경험률, 흡연시작연령, 흡연일수(지난 1달), 흡연량(지

난 1달), 담배획득방법, 교내흡연일수, 매일흡연여부, 연시도, 씹는담배/ 코담배사

용여부  사용일수, 시가 등 사용일수의 총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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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나다 

  캐나다는 표 인 흡연통계로서 the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CTUMS)와 the Youth Smoking Survey (YSS)를 가지고 있다. CTUMS는 국가 연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해 1999년 이후로 매년 2-6월 사이에 15세 이상 성

인을 상으로 하여 화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CTUMS는  흡연상태와 흡연량의 

변화를 추 하여 캐나다 보건국  트 에게 흡연  흡연 련 문제에 한 시

기 한 신뢰성 있는 연속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흡연 험이 가장 높은 15-24

세 성인을 우선으로 조사한다. 2007년 2월에서 6월에 이 진 조사내용으로는 흡연

여부, 흡연량, 흡연타입, 흡연에 한 의견, 가정 내 흡연, 간 흡연 노출, 기타 담

배상품 사용 등이다. YSS는 청소년의 흡연 모니터링을 해 5-12세의 학생을 상

으로 1994년, 2004-5년, 2006-7년에 실시되었고, 2008-9년에 실시될 정이다. YSS

는 실제 이고 효과 인 담배규제정책  로그램 개발을 한 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캐나다보건부,Tobacco Use Statistics,2008)29). 

 

  다) 유럽 

  유럽의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HBSC)는  유럽 청소년기

의 반 인 건강 험행태  련 요인을 조사하여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보건

교육 정책수립 방향뿐만 아니라  유럽의 공동체 인 건강증진목표 수립  사업 

추진을 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 , 정신 , 사회  건강상태에 

한 국가 간의 비교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 으로써 청소년의 건강, 건강

행태, 사회  배경 등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WHO 

Europe 주  하에 매 4년(1983/1984)마다 10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실시되며, 각 

국가별 인구통계연감, 교육부 학생등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국의 11세, 13세, 

28) 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NYTS) 

29) 캐나다 Tobacco Us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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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학생을 상자로 선정하여 자가기입 설문조사로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핵심

역과 선택 역으로 구분하여 핵심 역은 조사참가국 모두에서 조사하고, 선택

역은 국가별로 조정가능하다. 흡연 련 조사 내용은 흡연시도 연령, 지난 30일간 

흡연일수, 지난 30일간 담배종류를 사용한 일수, 지난 12개월 간 연시도여부, 지

난 7일간 간 흡연 노출도, 부모  보호자의 흡연여부 등 6문항으로 조사 된다30). 

나. 이론  타당성

  흡연 방  연사업 등을 해서는 이론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하여 정책

의 수립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조사연구, 정책의 수행여부에 한 모니터링, 

법의 수여부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 상되는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연구사업의 문제 으로서 첫째, 국민건강증

진기 에 의한 연구사업의 경우 1998년 이래 체연구비  연 련 연구비의 비

율이 10% 미만, 특히 청소년 흡연 련 연구는 더욱 상 으로 부족하며(총 6편), 

연구비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장기 연구와 포  주제의 형 연구과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흡연 련 조사․연구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인 자

원부, (구)청소년 원회 등 부처별로 개별 수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

었다. 

  둘째, 조사사업에서는 질병 리본부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 양조사의 경우 가

정 방문 조사의 특성상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매우 평가되는 문제 이 있

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의 경우 흡연실태에 한 조사 주기가 4년이라는 과 

30)http://www.hbsc.org/over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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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국민건강‧ 양조사가 갖는 가정방문 조사의 한계 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연운동 의회의 성인흡연실태조사는 화조사로서의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질병

리본부에서 실시하는 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표성은 있으나 흡연에 

한 설문내용이 제한 이며, 한국 연운동 의회 청소년흡연실태 조사는 표성

의 문제, 표본의 가 치 고려 안함, 흡연 정의의 문제로 인한 비교성 문제 등이 있

으며, 청소년유해환경 조사는 흡연에 한 내용의 제한성, 흡연의 정의 문제, 

가 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한 잘 수립된 법과 정책도 실질 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연구역의 수, 미성년자에 한 담배 매 지 수여

부 등 실질 인 법과 정책이 수행되는지에 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한 조치

가 필요하다. 반 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상 으로 연

정책이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에 하여는 산지원의 강화 등 인센티 를  수 있

도록 연정책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흡연율에 한 과소평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학생, 군경 

등 연사업의 우선순 가 높은 집단에 한 흡연실태 악이 되지 않고 있다. 

라. 효과

  우리나라 국민의 정확한 흡연실태를 악하고 흡연과의 련요인을 분석함으로

써 흡연 억제를 한 과학 인 정책을 수립하기 한 근거를 구축할 수 있다. 

마. 추진방향 

  흡연 방 연정책의 근거와 효과성 평가 등 정책의 수행계획의 수립  평가를 

한 상별 목 별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한다. 재 

실시되는 연  흡연실태조사를 상별 목 별로 다양하게 하되, 각 조사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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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법과 정책의 실질 인 실천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실하여 정책의 실천도를 높인다. 지방자

치단체별로 연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상 으로 연정책이 강화된 지방자치단체

에 하여는 산지원의 강화 등 인센티 를 주도록 한다. 

7  국제 력체계 강화  

  1. 황  문제  

가. WHO 담배규제기본 약의 추진경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규제에 한 세계 인 공동 략을 마련하고자 1998년에 

Tobacco Free Initiative라는 조직을 만들어 1999년부터 담배규제기본 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추진해 왔다.  담배규제기본 약은 2

차례의 실무회의와 6차례의 상회의를 거쳐 20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에서 192개 WH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2004년 

11월 30일 약 발효의 필요조건인 40개국이 비 함으로써 20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2008년 3월기  재 담배규제기본 약에는 168국이 서명하고, 152개

국이 비 하 다.  담배규제기본 약은 보건의료 련 최 의 국제 약으로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담배의 소비를 이고, 공 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세계가 

공동으로 처하게 되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약에는 '국내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란 표 이 많이 나오

는데, 이러한 표 을 사용한 이유는 약의 의무 이행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는 국내법과 일치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시행에 있어 각국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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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켜, 약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가 약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나. 우리나라가입 황과 이행의무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약에 서명하 으며, 2005년5월 비 하 다. 우리나

라가 비 국이 됨에 따라 비 일 기  90일 이후부터 FCTC 이행의무가 부여되었

다.  담배규제기본 약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11조와 13조의 

경우 기한을 다음과 같이 기한을 정하여두었다.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라벨에 한 규제 : 약 발효 3년이내 ⇒ 2008년)

 - 제13조 담배제품의 고,   후원에 한 면  지 는 규제 : 약   

   발효 후 5년 이내 ⇒ 2010년까지)

다. 추진방향

  1) 약이행화 련하여 국제기 과 력 강화 필요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WHO FCTC 국제분담 이 147개 당사국  10 인만큼 그

에 상응하는 역할 필요하다 우선 으로 FCTC의 충실한 이행, 담배규제의 포

인 근, 국제 력 강화 등을 한 FCTC 이행 담기구를 탁 운 (‘08년)할 필

요가 있다. 한 WHO, CDC 등과 주기 인 문인력 교류  국제 심포지엄 등 

개최(‘10년)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 등 담배규제 후진국 등에 한 지원을 한 

별도 사업 산( 는 기 립)을 편성하여 연교육․홍보 로그램, 문가 양성, 

연보조제 지원 등 다각 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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