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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질병비용과 성별 차이흡연으로 인한 질병비용과 성별 차이

• 흡연의 건강위험 기여도 : 9.12%

• 남성 2조3천4백억원(폐암, 위암, 심장질환 등) 

• 여성 3천4백억원(폐암, 호흡기계질환, 뇌혈관질

환 등)

자료원 : 정영호 등, 건강의 결정요인, 2005.



성인 흡연율 감소 둔화추세성인 흡연율 감소 둔화추세



청소년 흡연율 추세청소년 흡연율 추세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FCTC)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F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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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첫번째 조약

§ 높은 수준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근거중심의 조약

§ 약물의 중독성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감
소에 중점



흡연인구의 세계화 문제흡연인구의 세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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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인구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담배
회사의 초국가적인 마케팅전략에서 찾음. 

§ 초국경 광고 및 판촉, 국제적 마케팅, 자유무역, 
투자방식의 변화, 담배의 불법거래 등 규제필요



FCTC의 역사FCTC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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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May – WHA 49.17 “Inter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의 개발 제의

• 1999 ; 의장 초안 개발(Chair’s text) 

• 2000 ; 정부간 협상회의 시작

• 2003 ; March  최종 정부간 협상회의

• 2003 ; May 21  세계보건총회에서 협약승인

• 2003 ; June  서명 시작(1년간)

• 2004 ; November 29  40 ratifications 완료.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004년 11월 29일 협약 발효의 필요조건인 4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되었음. 

• 2008년 11월 28일기준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168국이 서명하고, 

161개국이 비준함.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 현황우리나라의 협약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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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5월 비준함. 

• 우리나라가 비준국이 됨에 따라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

부터 FCTC 이행의무가 부여됨. 

•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수정하여야 함.



협약 비준국의 이행의무 개요협약 비준국의 이행의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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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 

협약 발효 3년이내 ⇒ 2008년

•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 2010년까지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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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6일 ~ 17일 비준국가들이 모여서 제1차 당

사국 총회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2007년 6월 29일 ~ 7월 6일 제2차 당사국 총회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

• 2008년 11월 17일 ~ 22일 제3차 당사국 총회를 남아프

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

• 제4차 총회는 2010년 하반기 Uruguay에서 개최예정



협약의 주요 내용협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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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도입(제1조～제2조)

제 2장 목적,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제3조～제5조)

제 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제6조～제14조)

제 4장 담배 공급 감소 조치(제15조～제17조)

제 5장 환경 및 건강 보호(제18조)

제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제19조)

제 7장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 교류(제20조～제22조)

제 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제23조～제25조)

제 9장 분쟁해결(제27조)

제10장 협약의 발전(제28조～제29조)

제11장 최종조항(제30조～제38조)



협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협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작업반 신설(08.11)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활동지원(제17
조) 및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제18조)

참여중의정서 개발담배불법무역금지(제15조)

참여중작업반 신설(08.11)담배의존과 금연(제14조)

참여 했음완료(08.11)담배광고, 판촉, 후원(제13조)

계속 참여작업반 운영
교육, 의사소통, 훈련, 일반인 인식

(제12조)

완료(08.11)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제11조)

작업반 운영
담배제품성분규제(제9조) 및 담배제품의 공
개(제10조)

완료(07. 7)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제8조)

완료(08.11)일반적 의무이행(제5.3조)

아국참여

현황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의정서) 현황
협약 조항



제3차 총회결과 채택된 가이드라인제3차 총회결과 채택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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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가이드라인 : 어린이와 개발도상국가에 마케팅을 펼치는 담

배회사로부터 공중보건정책을 보호하며 담배회사의 이득과 건강 간

의 갈등을 인정함 / 담배업계의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것(socially 

responsible)으로 설명되는 활동을 가능한한 규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도 포함

• 제11조 가이드라인 : 담배사용의 효과에 대한 사실을 알

리기 위해 문맹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경고문구를 권고

• 제13조 가이드라인 : 어린이와 청소년의 흡연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후원금지를 권고



협약 제 11조(담배제품포장 및 라벨)협약 제 11조(담배제품포장 및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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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준후 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규제 채택 및 시행

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시

에는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유해하다

는 잘못된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용어․문구․

상표․형상 또는 기타 표시가 포함됨.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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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 묶음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사

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관련 포함해야 할 정책은 아래와 같음.

(1) 권한 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

(2) 문구의 교체

(3)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4)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의 30% 이상 차지(의무사항)

(5)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 또는 이의 일부 포함 가능

협약 제 11조 (계속)



협약 제 11조 (계속)협약 제 11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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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제품의 각 포장 및 라벨은 담배제품의 관련 성분 및

방출물에 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함.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나호 및 제2항에 기술된 경고

문구 및 기타 문자정보가, 그 당사국의 단일 또는 복수의

주요 언어로,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에 기재되도록 요구해야 함.



협약11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협약11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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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11 조는 각 회원국에게 WHO협약 발효후 3년의 기간 내에 효과

적인 담배포장 및 라벨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함.

• 건강위해를 더 잘 알리기 위해 담배갑 양면에 그림경고 표시를 권장

한다. (정부가 그림경고의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권고)

• 포장에 있는 브랜드 이름 외의 로고, 컬러, 브랜드 이미지, 판촉정보

를 금지 권고. 표준 색상과 폰트 스타일(단순포장)의 형태로 제품명

이 제시되도록 권고함.



오도문구 및 방출물질 정보 규제오도문구 및 방출물질 정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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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 오도문구의 삭제 권고(Light, mi

ld, low-tar and other misleading terms)

• 방출물질정보공개를 금하도록 함. (방출물질 측정

의 정확성문제가 있고, 함량표기로 인해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 있음) 회원 당사국은 담배포장 및 상표에 함량표기

및 기한만료 표기를 자제해야 함. 

다른 기술적(descriptive) 표기방법 권고



라이트 용어의 문제라이트 용어의 문제

• 라이트 저타르는 판촉성 문구일 뿐 흡연자를 계속

흡연하는 효과를 가져옴.

• 타르 및 니코틴 성분함량은 기계측정에 의한 것이

며 인간흡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정방법임.

• 저타르의 의미는 담배 필터에 환기구멍이 더 많다

는 것이지 함량이 적다는 의미가 아님.



브라질의 사례(규제 전)Brazil bans misleading terms:
Cigarette packages BEFORE ban

Free One Free Ultra Lights Free Low Yields

Source: Cristiane Vianna, INCA



브라질의 사례(규제 후)Cigarette packages AFTER ban

Free 1 Free 4 Free 6

자료원: WHO , 2008.



단순포장의 목적단순포장의 목적

• 단순포장이란 포장에서 판촉을 위한 컬러, 
브랜드 이미지, 로고를 삭제하는 것을 의
미함.

• 청소년의 흡연시작감소를 목적으로 함.

• 건강경고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함

• 다양한 브랜드의 건강위험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줄이기 위함.



단순포장의 사례단순포장의 사례

자료: http://www.tobaccolabels.ca/



그림경고 사례그림경고 사례



여러나라의 그림경고 도입현황여러나라의 그림경고 도입현황





건강경고의 효과성건강경고의 효과성

• 하루 한 갑 흡연자가 일년에 7,000번이상

건강경고에 노출됨. 

• 비흡연자 및 아동청소년도 자주 건강경고

에 노출됨.

• 건강경고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경고의 크

기확대와 경고의 위치(상단), 경고내용의

순환 필요



그림경고의 효과성그림경고의 효과성

• 더 효과적이고 빠른 커뮤니케이션 방식

• 건강위험, 금연동기, 금연행동유도에 효과

• 국내 흡연자들 문자경고를 무시하는 경향



해외 건강경고 추진동향해외 건강경고 추진동향



국가별 라벨규제국가별 라벨규제



우리나라 건강경고 현황우리나라 건강경고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8조의 3 :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

함)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5종 표기, 나

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 담배사업법 25조 :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

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

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



담배갑 건강경고 현황담배갑 건강경고 현황

(담뱃갑 앞면)

•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
니다.

(담뱃갑 뒷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
니다.



그림경고 사례 시안그림경고 사례 시안



강도 높은 그림경고의 효과강도 높은 그림경고의 효과

• 흡연자의 기피 효과

•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함.

• 그림경고와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로 금연유

도 효과증대

• 그러나 그림경고도 순환 필요

• 캐나다, 태국, 우루구아이 등 도입



11조 요약11조 요약

• 오도문구의 삭제(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 정부규제에 의한 제품성분 및 방출물질정
보를 숫자로 표기하지 않도록 함.

• 건강경고 확대 및 그림경고제도의 권고



정책적 시사점(I)정책적 시사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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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국 의무이행사항의 정책추진 강화

–경고문구 표기면적 확대

–타르 니코틴 성분표기 폐지

–경고그림 표시

–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포괄적 금지)



정책적 시사점(II)정책적 시사점(II)

• 국제적 공조 및 정보교류 활성화

– working group 참여

–국내 금연사업성공사례홍보 및 이행실적 홍보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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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간접흡연 방지대책의방지대책의 논점논점

단국의대단국의대 가정의학과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금연클리닉

정유석정유석



2

““담배의담배의 성분성분””

부류연
주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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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뭐가 나오길래나오길래……? ? 

독극물독극물(400(400여종여종))

•• AmmoniaAmmonia
•• FormaldehydeFormaldehyde
•• Carbon monoxideCarbon monoxide
•• NicotineNicotine
•• TolueneToluene
•• Nitrogen dioxideNitrogen dioxide
•• Hydrogen cyanideHydrogen cyanide
•• AcroleinAcrolein
•• AcetaldehydeAcetaldehyde

발암물질발암물질(63(63종종))

•• Benzo[a]pyreneBenzo[a]pyrene

•• 22--NaphthylamineNaphthylamine

•• 44--AminobiphenylAminobiphenyl

•• BenzeneBenzene

•• Vinyl chlorideVinyl chloride

•• ArsenicArsenic

•• ChromiumChromium

•• PoloniumPolonium--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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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간접흡연의 주역은주역은 부류연부류연…”…”

•• 부류연은부류연은 필터를필터를 통하지통하지 않는않는 생연기로생연기로 주류연에주류연에 비하여비하여 ……

•• 일산화탄소일산화탄소 1515배배

•• 니코틴니코틴 2121배배

•• 포름알데히드포름알데히드 5050배배

•• 벤젠벤젠 2020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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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과간접흡연과 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

간접흡연간접흡연

55분분 노출노출-- 담배담배 한대한대 피운피운 정도로정도로 대동맥대동맥 강직강직

2020분분 노출노출-- 혈전혈전 증가증가, , 심장마비와심장마비와 뇌졸중뇌졸중 위험위험 증가증가

3030분분 노출노출-- 혈관내에혈관내에 지방지방 침착이침착이 증가로증가로 심장마비심장마비 뇌졸중뇌졸중 위험위험 증가증가

22시간시간 노출노출-- 부정맥부정맥 초래되고초래되고 심장마비심장마비 유발유발 가능가능

2004, 2004, 미질병통제센터미질병통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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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무고한 희생자들희생자들……

국내국내 여성중여성중 매년매년 700700여명이여명이 간접흡연에간접흡연에 의한의한 폐암으로폐암으로 사망사망

미국에서만미국에서만 일년에일년에 65,00065,000명이명이 사망사망

(62,000(62,000명이명이 심장질환심장질환, 3,000, 3,000명은명은 폐암폐암))

——National Cancer Institute, 1999National Cancer Institut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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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흡연자 88명이명이 사망할때사망할때 한명의한명의
비흡연자가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간접흡연으로 사망사망!!””

——Glantz and Parmley, 1991Glantz and Parmley, 1991
——Taylor, Johnson, and Kazemi, 1991Taylor, Johnson, and Kazemi,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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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과간접흡연과 중풍중풍

간접흡연은간접흡연은 중풍중풍((뇌졸중뇌졸중))을을 1.821.82배까지배까지
증가시킨다증가시킨다..

——Tobacco Control, British Medical Journal, 1999Tobacco Control, British Medical Journ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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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과간접흡연과 암암

폐암과폐암과 두경부두경부 암의암의 확실한확실한 원인원인-- 22배배 이상이상

——Surgeon GeneralSurgeon General’’s Report, 1986s Repor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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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불쌍한 흡연자의흡연자의 아내아내……

남편이남편이 하루하루

1414개개 피우면피우면……

1515--1919개개 피우면피우면……

2020개개 이상이상 피우면피우면……

부인의부인의 폐암폐암 발생은발생은

1.421.42배배

1.581.58배배

1.921.92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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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불쌍한 흡연자의흡연자의 자녀들자녀들……

•• 부모가부모가 흡연하는흡연하는 집의집의 아이들은아이들은 55세세 이전에이전에 100100갑의갑의
담배를담배를 피운피운 셈이셈이 된다된다. . 

——JAMA, 1995JAM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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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어린이들에게 무슨무슨 일이일이 생기나생기나? ? 

•• 폐활량의폐활량의 감소감소

•• 천식의천식의 악화악화

•• 급성호흡기질환급성호흡기질환 빈발빈발

•• 만성만성 호흡기호흡기 질환질환

•• 급만성급만성 중이염중이염

•• 영아돌연사증후군영아돌연사증후군 증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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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과간접흡연과 영아영아 돌연사돌연사 증후군증후군

미국에서만미국에서만 매년매년 1,8001,800--2,7002,700명의명의 영유아가영유아가
간접흡연으로간접흡연으로 사망사망

——California EPA, 1997California EP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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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이간접흡연이 얼마나얼마나 해로운가해로운가??

•• 폐암폐암--22배배

•• 호흡기질환호흡기질환--1.71.7배배

•• 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1.991.99배배

•• 천식의천식의 악화악화

•• 폐활량폐활량 감소감소

•• 눈눈, , 코코, , 목의목의 통증통증



WHO Framework Convention on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Tobacco Control

•• Article 8Article 8

••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 2. Each Party shall adopt and implement in areas of existing nat2. Each Party shall adopt and implement in areas of existing national ional 
jurisdiction as determined by national law and actively promote jurisdiction as determined by national law and actively promote at other at other 
jurisdictional levels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jurisdictional levels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ve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and/or other measures, pr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and/or other measures, providing oviding 
for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in indoor workplacfor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in indoor workplaces, es, 
public transport, indoor public places and, as appropriate, othepublic transport, indoor public places and, as appropriate, other public r public 
places.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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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선식당에선 밥만밥만 먹게먹게 해주세요해주세요…”…”

흡연식당에서흡연식당에서
두시간두시간 식사식사

식당의식당의
비흡연구역에서비흡연구역에서
두시간두시간 식사식사

흡연자의흡연자의 아내와아내와 어린이어린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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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식당에서 일하는일하는 분이분이 최대피해자최대피해자

•• 흡연이흡연이 자유로운자유로운 식당의식당의 간접흡연간접흡연 수준은수준은 일반일반
직장의직장의 1.61.6--66배배 수준수준

•• 흡연흡연 식당의식당의 종업원은종업원은 폐암과폐암과 심장병에심장병에 걸릴걸릴
확률이확률이 다른다른 직업보다직업보다 월등히월등히 높다높다

•• 88시간시간 근무하는근무하는 종업원은종업원은 담배담배 반갑안에반갑안에
들어있는들어있는 발암물질을발암물질을 흡입하는흡입하는 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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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요식업소 근무자의근무자의 건강위험건강위험

•• 다른다른 근로자들에근로자들에 비해비해 33--66배배 더더 많이많이 노출노출

•• 비흡연비흡연 환경에서환경에서 근무하는근무하는 사람에사람에 비해비해 폐암폐암 발생율발생율
50% 50% 증가증가

•• 흡연식당의흡연식당의 여종업원은여종업원은 폐암폐암 사망률사망률 44배배, , 심혈관심혈관 사망률사망률
2.52.5배배 증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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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과직장여성과 심장병심장병

•• 직장이나직장이나 집에서집에서 흡연에흡연에 노출된노출된 비흡연비흡연 여성은여성은
심장마비심장마비 사망률이사망률이 91% 91% 증가증가

•• 가끔씩가끔씩 흡연에흡연에 폭로되는폭로되는 비흡연비흡연 여성도여성도 심장마비심장마비
사망률사망률 58% 58% 증가증가

——Circulation, 1997Circula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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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는환풍기는 무용지물무용지물

•• 환풍기와환풍기와 같은같은 환기시설만으로는환기시설만으로는 비흡연자를비흡연자를
담배연기로부터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할보호할 수수 없다없다. . 

•• 완전완전 밀폐된밀폐된 칸막이가칸막이가 아니라면아니라면 비흡연구역비흡연구역 설정은설정은
무의미하다무의미하다. . 



공중이용시설공중이용시설중중『『금연구역금연구역』』을을

지정하여야지정하여야하는하는시설시설

•• ○○ 영업장의영업장의 면적이면적이 150150㎡㎡ 이상인이상인 휴게음식점휴게음식점((다방다방, , 
페스트푸드점페스트푸드점 등등)  )  및및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소의영업소의 영업장영업장
내부내부 중중 1/2 1/2 이상이상 구역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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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흡연구역』』의의시설기준시설기준

•• ○○ 흡연구역은흡연구역은 시설의시설의 규모나규모나 특성특성 및및 이용자이용자 중중 흡연자흡연자 수수 등을등을
고려하여고려하여 그그 면적과장소를면적과장소를 지정하되지정하되 독립된독립된 공간으로공간으로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이이
경우경우 공동으로공동으로 이용하는이용하는 시설인시설인 사무실사무실, , 화장실화장실, , 복도복도, , 계단계단 등을등을
흡연구역으로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지정하여서는 아니아니 된다된다. . 

•• ○○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전자오락실))··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설비제공업소(PC(PC방방), ), 만화대여업소만화대여업소((만화방만화방), ), 휴게음식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의등의 영업장영업장 내에내에 흡연구역을흡연구역을 설치하는설치하는 경우에는경우에는 담배연기가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넘어가지 아니하도록아니하도록『『흡연구역흡연구역』』과과『『금연구역금연구역』』을을
완전히완전히 분리하는분리하는 칸막이칸막이 또는또는 차단벽을차단벽을 설치하여야설치하여야 한다한다. . 

•• ○『○『흡연구역흡연구역』』에는에는 환풍기환풍기 등등 환기시설과환기시설과 흡연자의흡연자의 편의를편의를 위한위한
시설을시설을 설치하여야설치하여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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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담배꽁초버리면버리면 과태료과태료 55만원만원!, !, 
07. 1. 2. 07. 1. 2.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앞으로 서울서울 강남구에서강남구에서 무심코무심코 담배꽁초를담배꽁초를 버리면버리면 55만원의만원의 과태료를과태료를
낼낼 각오를각오를 해야해야 한다한다. . 

강남구강남구((구청장구청장 맹정주맹정주))는는 ““새해부터새해부터 매일매일 500500여명의여명의 직원을직원을 동원해동원해
강남대로강남대로··영동대로영동대로 등등 주요주요 간선도로변과간선도로변과 신사신사··압구정압구정··강남역강남역 등등
지하철역지하철역, , 코엑스코엑스 앞앞 등등 2626개개 주요주요 지점에서지점에서 쓰레기쓰레기 무단무단 투기투기 단속에단속에
나서겠다나서겠다””고고 11일일 말했다말했다. . 작년작년 말말 집중집중 홍보기간을홍보기간을 거쳐거쳐 앞으로앞으로 직원들이직원들이
직접직접 나서나서 ‘‘담배꽁초와의담배꽁초와의 전쟁전쟁’’에에 나서겠다는나서겠다는 것것. . 

강남구는강남구는 또또 작년말작년말 조례조례 개정을개정을 통해통해 담배꽁초담배꽁초 무단무단 투기투기 신고포상금을신고포상금을
50005000원에서원에서 11만원으로만원으로 인상하기도인상하기도 했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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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해수욕장..동백섬동백섬 ""담배담배 안돼요안돼요" " 
2007. 5. 30.[2007. 5. 30.[연합뉴스연합뉴스]]

((부산부산==연합뉴스연합뉴스) ) 김상현김상현 기자기자 = = 해운대해수욕장과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을동백섬을 찾는찾는 관광객들은관광객들은
다음달부터다음달부터 자율적으로자율적으로 금연을금연을 해야해야 한다한다. . 

부산부산 해운대구는해운대구는 흡연으로부터흡연으로부터 주민을주민을 보호하고보호하고 담배꽁초담배꽁초 투기로투기로 인한인한 오염을오염을
막기막기 위해위해 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백사장과 동백섬동백섬 일대를일대를 금연구역으로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지정하고
해운대해운대 모래축제가모래축제가 열리는열리는 다음달다음달 22일일 금연구역금연구역 선포식을선포식을 갖는다고갖는다고 3030일일
밝혔다밝혔다. . 

해운대구는해운대구는 자율자율 금연구역의금연구역의 시행시행 결과를결과를 검토한검토한 뒤뒤 20082008년부터는년부터는
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까지호안도로까지 금연구역을금연구역을 확대확대, , 지정할지정할 방침이다방침이다. . 

구청구청 관계자는관계자는 ""주민과주민과 관광객의관광객의 건강을건강을 보호하고보호하고 세계적인세계적인 관광지를관광지를 깨끗하게깨끗하게
보존하기보존하기 위해위해 금연구역으로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지정했다""며며 ""무엇보다무엇보다 주민과주민과 관광객들의관광객들의
적극적인적극적인 참여가참여가 필요하다필요하다""고고 말했다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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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 ‘‘금연도시금연도시’’ 추진추진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 2007. 5. 30.] , 2007. 5. 30.

앞으로앞으로 서울시내에서서울시내에서 흡연자들의흡연자들의 입지가입지가 좁아지게좁아지게 된다된다. . 서울시는서울시는 ‘‘건강하고건강하고
깨끗한깨끗한 도시도시’’ 이미지를이미지를 정착시키기정착시키기 위해위해 금연도시금연도시 사업을사업을 적극적극 추진한다고추진한다고 2929일일
밝혔다밝혔다. . 

서울시는서울시는 이에이에 따라따라 3030일부터일부터 △금연△금연 버스정류장버스정류장 △금연공원△금연공원 △금연아파트△금연아파트 등을등을
지정해지정해 시범운영키로시범운영키로 했다했다. . 

금연정류소로금연정류소로 시범운영되는시범운영되는 곳은곳은
종로종로22가가((삼일로삼일로))··백병원백병원((삼일로삼일로))··청량리청량리··강남역강남역··구로디지털단지구로디지털단지
환승센터환승센터··연대앞연대앞 등등 66곳이다곳이다. . 이들이들 금연버스정류소는금연버스정류소는 3030일일 선포식을선포식을 거쳐거쳐
88월월3131일까지일까지 33개월간개월간 운영된다운영된다. . 서울시는서울시는 33개월간의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시범운영기간을 거친거친 후후
오는오는 99월부터월부터 서울시서울시 전전 정류소로정류소로 확대해확대해 추진할추진할 계획이다계획이다. . 



현행법현행법및및규제의규제의문제점문제점

•• 첫째첫째, , 법리와법리와 과학적과학적((의료적의료적)) 진실간의진실간의 괴리괴리

•• 둘째둘째, , 현행법의현행법의 실효성실효성

•• 셋째셋째, , 홍보성홍보성 금연정책금연정책( ( 우선순위의우선순위의 문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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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전망및및과제과제

•• ““국가는국가는 재해를재해를 예방하고예방하고 그그 위험으로부터위험으로부터 국민을국민을 보호하기위하여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노력하여야 한다한다..”” ((헌법헌법 제제 3434조조))

•• -- Cut down? Vs Cold turkey!!Cut down? Vs Cold turkey!!

•• -- Penalty? Vs Incentive?Penalty? Vs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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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의조례제정의장애물장애물

•• 지방자치법은지방자치법은 법률의법률의 범위범위 내에서내에서 조례를조례를 제정할제정할 수수 있다고있다고
하였다하였다..……..그런데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국가와 별도의별도의 독립된독립된 법인임을법인임을
잊어서는잊어서는 안안 된다된다. . 지방자치단체에는지방자치단체에는 고유의고유의 사무가사무가 있으며있으며 이에이에
대해서는대해서는 자주적인자주적인 입법권과입법권과 집행권을집행권을 보유한다보유한다.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제99조는조는
지방자치단체의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자치사무를 예시하고예시하고 있는데있는데 이이 글과글과 관련한관련한 제제22항항
제제22호의호의 주민의주민의 복리에복리에 관한관한 사무를사무를 보면보면,,

•• 라라. . 노인노인··아동아동··심신장애인심신장애인··청소년청소년 및및 부녀부녀((부녀부녀))의의 보호와보호와 복지증진복지증진, , 바바. . 
전염병과전염병과 그그 밖의밖의 질병의질병의 예방과예방과 방역방역, , 아아. . 공중접객업소의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위생을
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한위한 지도지도 등이등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다있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는
국가법에국가법에 의한의한 위임과는위임과는 별도로별도로 간접흡연간접흡연 피해를피해를 규제하기규제하기 위한위한 입법을입법을
독자적으로독자적으로 할할 수수 있는있는 권한을권한을 지방자치법에지방자치법에 의하여의하여 수권받고수권받고 있다고있다고 할할
수수 있다있다. (. (김광수김광수, 20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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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의조례제정의가능성가능성!!

•• 20032003년년 오하이오오하이오 주의주의 톨레도톨레도 시는시는 주점과주점과 음식점에서의음식점에서의 흡연을흡연을
규제하는규제하는 입법을입법을 하였다하였다. . 이에이에 대하여대하여 톨레도톨레도 시의시의 음식점주들이음식점주들이 이이 법이법이
위법임을위법임을 주장하였다주장하였다. . 그그 이유는이유는 주의주의 법이법이 이미이미 공공집회의공공집회의 장소에장소에
관하여관하여 흡연을흡연을 규제하고규제하고 있으며있으며, , 이들이들 장소에는장소에는 분명히분명히 주점과주점과 음식점이음식점이
포함되지포함되지 않음에도않음에도 시에서시에서 이를이를 금지하는금지하는 입법을입법을 한한 것은것은 위법이라는위법이라는
것이다것이다. . 오하이오오하이오 주주 대법원은대법원은 자치권의자치권의 원리에원리에 의하여의하여 시의시의 조례를조례를
합법적인합법적인 것으로것으로 판단하였다판단하였다. . 왜냐하면왜냐하면 주의주의 법률에서법률에서 주점과주점과 음식점에음식점에
관한관한 규제를규제를 분명히분명히 하고하고 있지있지 않으므로않으므로 이는이는 자치단체에자치단체에 대하여대하여 이에이에
관하여관하여 규제할규제할 수수 있는있는 가능성을가능성을 열어열어 놓은놓은 것이라고것이라고 보았다보았다.(.(김광수김광수, , 
200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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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규제의범위범위

•• 11안안-- 바바, , 호프집호프집, , 단란주점단란주점 등을등을 포함한포함한 전체전체 식당과식당과 음식업소음식업소 금연금연

•• 22안안-- 바바, , 호프집호프집 등등 술집을술집을 제외한제외한 전체전체 식당과식당과 커피숍의커피숍의 금연구역금연구역 지정지정

•• 33안안-- 4040평평 이하는이하는 완전완전 금연구역금연구역 지정하고지정하고, 40, 40평평 이상이상 식당에식당에 완전완전
칸막이를칸막이를 한한 경우에만경우에만 흡연구역을흡연구역을 허용허용

•• 44안안-- 규제보다규제보다 인센티브인센티브((세제혜택세제혜택, , 전기전기 수도세수도세 감면감면 등등))를를 제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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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식당 완전금연국완전금연국

•• 유럽과유럽과 아시아의아시아의 완전완전 금지금지: :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북쪽북쪽 영역영역 제외하고제외하고), ),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 , 홍콩홍콩, , 아일랜드아일랜드, , 이태리이태리, , 몰타몰타, , 노르웨이노르웨이, , 
싱가포올싱가포올((냉방시설이냉방시설이 있는있는 식당식당), ), 영국영국

•• 미국의미국의 완전완전 금지금지 주주: :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 델라웨어델라웨어, , 뉴욕뉴욕, , 코네티컷코네티컷, , 메인메인, , 
매사추세츠매사추세츠, , 로드아일랜드로드아일랜드, , 몬태나몬태나, , 버몬트버몬트, , 워싱턴워싱턴, , 뉴저지뉴저지, , 유타유타, , 
콜로라도콜로라도 그리고그리고 하와이하와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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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브퍼브(pub)(pub)와와술집술집(bar) (bar) 완전금연국완전금연국

•• 유럽과유럽과 아시아의아시아의 완전금지완전금지 국국: :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북쪽북쪽 영역영역 제외제외), ),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 , 홍콩홍콩, , 아일랜드아일랜드, , 이태리이태리, , 몰타몰타, , 노르웨이노르웨이, , 영국영국

•• 미국의미국의 완전완전 금지금지 주주: :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 델라웨어델라웨어, , 뉴욕뉴욕, , 코네티컷코네티컷, , 메인메인, , 
매사추세츠매사추세츠, , 로드아일랜드로드아일랜드, , 몬태나몬태나, , 버몬트버몬트, , 워싱턴워싱턴, , 뉴저지뉴저지, , 유타유타, , 
코로라도코로라도 그리고그리고 하와이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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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가뜩이나 경기도경기도 어려운데어려운데, , 담배도담배도
맘대로맘대로 못피우게못피우게 하면하면……

••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술집과술집과 식당의식당의 금연법금연법 시행후시행후 6% 6% 매출액매출액
증가증가..

•• 뉴질랜드뉴질랜드 금연법금연법 시행후시행후 일반일반 음식점의음식점의 매출은매출은 9.3% 9.3% 증가하였고증가하였고, , 
술집술집(bars)(bars)과과 클럽클럽(clubs)(clubs)의의 매출도매출도 0.6% 0.6% 증가증가

•• 전전 세계세계 6060여개여개 이상의이상의 도시에서도시에서 요식업소요식업소 금연은금연은 매출액에매출액에 영향이영향이 없었다없었다. . 



•• ““노르웨이에노르웨이에 오신오신 것을것을 환영합니다환영합니다. . 이이 나라에서나라에서 smoke(smoke(훈제훈제))하는하는 것은것은
연어뿐입니다연어뿐입니다..”” ((노르웨이노르웨이 공항공항))

•• 이태리는이태리는 20052005년에년에 금연구역법이금연구역법이 시행되었다시행되었다. . 비관적인비관적인 전망에도전망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이이 법은법은 대다수대다수 국민의국민의 지지를지지를 받았다받았다. 10. 10명명 중중 88명명 이상이이상이 이이
법을법을 지지했다지지했다. . 

•• 스위스의스위스의 술집은술집은 20052005년년 55월부터월부터 전면전면 금연이금연이 되었다되었다. . 스위스스위스 국민의국민의
90%90%가가 이이 법을법을 지지한다고지지한다고 밝혔다밝혔다. . 

•• 우루과이는우루과이는 20062006년년 33월월11일부터일부터 금연구역법이금연구역법이 발효되었다발효되었다. . 우루과이는우루과이는
작업장작업장 내내 간접흡연의간접흡연의 해로운해로운 영향에서영향에서 모든모든 고용자들을고용자들을 보호하는보호하는
남아메리카의남아메리카의 첫첫 번째번째 국가이다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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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흡연권? ? 혐연권혐연권??

•• ““모든모든 국민은국민은 보건에보건에 관하여관하여 국가의국가의 보호를보호를 받는다받는다..”” ((헌법헌법 제제3636조조))

•• 모든모든 ““국민은국민은 건강하고건강하고 쾌적한쾌적한 환경에서환경에서 생활할생활할 권리를권리를 가진다가진다”” ((헌법헌법
제제3535조조))””

38

행복추구권? vs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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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제도의 추진방향

김원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09년 4월 23일)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을 위한 금연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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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조약임.

ㅇ 높은 수준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근거중심의 조약이며, 
약물의 중독성 문제만 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제품의 공급과 수요와 관련된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로서 담배규제문제를 접근하는 데 의의가 있음. 

ㅇ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차례의 실무회의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2003년 5 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192개 WHO 회원국 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I. 서론

□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5월 비준하였음. 

ㅇ 우리나라가 비준국이 됨에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수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ㅇ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정책화하는 것이나
담배사업법처럼 전근대적인 법 을 담배규제법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I. 서론

□ 우리나라는 2004년 담배가격 인상을 기점으로 2005년, 2006년에 예정 되어 있던
담배가격 인상을 실패하였음. 

ㅇ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강제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 측면에서 자 신의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담배가격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치인을 찾아 볼 수가 없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여 보건 당국에서 담배 가격
을 인상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감소하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가격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함.



II. 담배규제기본협약 중 담배가격관련 주요내용



II. 담배규제기본협약 중 담배가격관련 주요내용

□ 우선 담배규제기본협약 중 담배의 가격과 관련된 조항은 제6조에 해당함.

(제6조)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을 실시함

ㅇ제6조를 근거로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를 변경하고, 가격인상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II. 담배규제기본협약 중 담배가격관련 주요내용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1.당사국은 가격 및 조세 조치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의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한다.

2. 각 당사국은, 조세정책의 결정과 수립이라는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저해함 이 없이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민보건의 목적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을 포함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

가. 담배소비의 감소라는 보건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조 세정책과
적절한 경우에는 가격정책을 시행한다.

나. 적절한 경우, 면세와 무관세 담배제품의 국제여행객에 대한 판매 및/또 는
이들에 의한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3. 당사국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제품에 대한 세율 및 담배소비 동향을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한다.



II. 담배규제기본협약 중 담배가격관련 주요내용

□ 제6조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보임.

ㅇ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조세정책은 자국의 주권적 권리이며, 가격조치 역시 시 장의 기
능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부가 개입할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 인 가격 및 조
세조치의 이행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

ㅇ 개도국들은 적극적인 조세 및 가격조치에 대하여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음.

ㅇ 결국 조세정책이 각국의 '주권적 권리로서 침해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각국의 조세정
책의 재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정책의 경우에도 각국이 1차 적으로 각국
의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문안에 합의하였음.

□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저해함 없이” 라는 조건에 따라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강제

적
인 가격인상은 실시할 수 없으나, 비준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 극적인 가격인
상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III. 담배가격 구조 변화와 담배 판매량



III. 담배가격 구조 변화와 담배 판매량

■담배관련 제세공과금 및 가격구조의 변화 추이

□ 담배판매세는 1985년에 도입되었음.
ㅇ이를 통해 전매익금의 소비세 형태의 담배판매세로 전환되었음.

□ 1988년부터 현행의 종량세체계의 담배소비세로 전환
ㅇ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중 높은 세수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95년 이전에는 어떠한 공과금도 존재하지 않았음.
ㅇ담배소비세 도입 이후 한미 담배양해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담배제조시장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담배소비세 이외의 어떠한 공과금도 부과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임.

□ 1995년 한미간 통상협상(1차~4차)
ㅇ 국내담배제조사의 대외 완전개방의 합의함과 함께 담배소비세 이외의 세목 신 설과
과세기준, 세율변경에 대한 자율권이 회복되었음.

□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상 과세특례담배제(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차등 세율) 
폐지.
ㅇ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가 있음.



III. 담배가격 구조 변화와 담배 판매량

시행

일자

부과세금 및 부담금

계
담배

소비세
교육세

지방

교육세

공익사업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연초안정화

기금

'89.1.1
200원 초과 360원 360원

200원 40원 40원

'94.1.1
200원 초과 480원 460원 20원

200원 40원 40원

'96.7.1
200원 초과 644원 460원 184원

200원 56원 40원 16원

'96.12.28
200원 초과 648원 460원 184원 4원

200원 56원 40원 16원

'97.5.1
200원 초과 650원 460원 184원 4원 2원

200원 56원 40원 16원

'99.1.1 부가가치세 부과(공급가약의 10%)(단, 200원급 이하 및 특수용담배는 면세)

'01.1.1
200원 초과 771원 510원 255원 4원 2원

200원 60원 40원 20원

'02.2.1
200원 초과 929원 510원 255원 4원 150원 10원

200원 60원 40원 20원

'04.12.30
200원 초과 1,338원 641원 321원 7원 354원 15원

200원 60원 40원 20원

'06.7.1
궐련 1,338원 641원 321원 7원 654원 15원

지방세법상 과세특례담배제(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차등세율) 폐지



III. 담배가격 구조 변화와 담배 판매량

■ 담배 판매량 (출처: KT&G 사업보고서 최종보고서(2008,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dart.fss.or.kr/))



III. 담배가격 구조 변화와 담배 판매량

■ 담배 가격지수 (출처:국가통계포털)



IV.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가격탄력성 추정 및 결과



IV.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가격탄력성 추정 및 결과

1. 변수 및 추정 회귀식 설정

변수명 정의 비고

perGDP 1인당 GDP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한 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출처:국가통계포털

pertc
1인당 총 담배 소비량

(국산 외산 포함)

가. 1980~1999년 자료

: 보건통계연보

나. 2000~2008년 자료

: KT&G 연도별 사업보고서

perdtc 1인당 국산 담배 소비량

perftc 1인당 외산 담배 소비량

pp 담배가격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중 담배

출처:국가통계포털

pertc(t-1) 전기소비량 내생성 통제, 중독성 고려

ㅇ 변수 설명



IV.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가격탄력성 추정 및 결과

□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회귀식을 설정함. 

ㅇ 총 담배 판매량을 종속변수으로 하는 추정 회귀식과
국산담배, 외산 담배를 종속변수로 하는 각각의 회귀방정식을 설정하고, 
중독성을 고려하고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구변수로 전기소비량을 포함한 모형을 구축하여 각 결과를 비교 분석함.

ㅇ 모형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담배소비량을 19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소비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인당 GDP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 음. 

ㅇ 국산담배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 중 담배가격지수를 이용하였음.
외산담배가격은 수입물가지수 중 수입담배가격지수를 이용하였음.

ㅇ 모든 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였으며, 
이는 도출된 계수자체가 탄력성을 의미하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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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추정 회귀식으로
담배수요가 담배의 가격과 소득에 의해 서만 결정됨을

가정하여 모형Ⅰ을 설정함.

총담배 방정식

국산담배 방정식

외산담배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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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Ⅱ는 내생성의 문제와 중독성을 고려하여
전기소비량을 포함한 추정회귀식임. 

총담배 방정식

국산담배 방정식

외산담배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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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결과

변수 모형 I 모형 II

종속변수 총담배 국산담배 외산담배 총담배 국산담배 외산담배

상수항 7.5590 8.2113 -78.75 4.3858 4.0195 -19.95

(t-value) (9.8972) (8.5383) (-5.517) (3.0898) (2.7364) (-1.576)

1인당 GDP 0.1557 0.1773 6.9395 0.1564 0.1671 1.8365

(t-value) (2.0853) (1.8857) (5.4070) (2.3149) (2.1212) (1.6497)

담배가격 -0.421 -0.698 -3.041 -0.328 -0.473 -0.338

(t-value) (-5.5765) (-7.3411) (-3.2399) (-4.2535) (0.1035) (-0.3385)

전기 소비량 - - - 0.3470 0.4336 0.2739

(t-value) - - - (2.5592) (3.4124) (2.6094)

Adjusted 

R-squared
0.7749 0.8883 0.7987 0.8158 0.9216 0.8683



IV.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가격탄력성 추정 및 결과

□ 추정된 회귀계수는 다른 산출과정 없이 탄력성의 의미를 가짐.

ㅇ 모형Ⅱ에서 추정된 결과를 보면,

-총판매량을 기준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2이며, 소득탄력성은 0.15임.

-국산담배의 경우 가격탄력성은 -0.47이며, 소득탄력성은 0.16임.

-외산담배의 경우 가격탄력성은 -0.33이며, 소득탄력성은 1.83임.

ㅇ 총판매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10% 증가하는 경우

담배수요는 3.2%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임. 

국산의 경우 4.7%, 

외산의 경우 3.3%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V. 가격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



V. 가격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

□ 총량자료의 추정된 탄력성을 이용하여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를 분석 함.

ㅇ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담배가격 25%인상(2000원->2500원)하였음을 가정.
2004년 담배판매량에서 수요가 감소한 정도를 확인함.

회귀

계수

가격인상분

으로 조정

총판매량

(백만개비)
감소량

결과

예측치

(백만개비)

산출식 ㉠ ㉡=㉠*0.25 ㉢ ㉣=㉢*㉡ ㉤=㉢-㉣

총담배 -0.328 0.082 3,023 247 2,775

국산담배탄력성 -0.473 0.11825 2,336 276 2,059

외산담배탄력성 -0.338 0.0845 687 58 628

ㅇ 19세이상 성인 일인당 담배 판매량 기준



V. 가격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

회귀

계수

(탄력치)

가격인상분

으로 조정

총판매량

(백만개비)
감소량

결과

(백만개비)

산출식 ㉠ ㉡=㉠*0.25 ㉢ ㉣=㉢*㉡ ㉤=㉢-㉣

총담배 -0.328 0.082 106,510 8733.8 97,776

국산담배탄력성 -0.473 0.11825 82,304 9732.4 72,572

외산담배탄력성 -0.338 0.0845 24,206 2045.4 22,161

ㅇ 총 담배 판매량 기준



V. 가격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

총담배판매량 19세이상 일인당

총 국산 외산 총 국산 외산

예측치 97,776 72,571 22,160 2,775 2,059 628 

총담배판매량 19세이상 일인당

총 국산 외산 총 국산 외산

2004 106,510 82,304 24,206 3,023 2,336 687

2005 82,335 60,085 22,250 2,305 1,682 623

2006 87,718 62,587 25,131 2,430 1,734 696

2007 91,845 63,580 28,265 2,523 1,746 776

2008 94,925 62,720 32,205 2,581 1,705 875

ㅇ탄력성을 통해 도출된 담배판매량 예측치

ㅇ연간 담배판매량 실제치



V. 가격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

□ 가격인상에 따른 담배수요감소 효과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ㅇ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수요량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음.

ㅇ 도출된 예측치의 수치와 2008년의 판매량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ㅇ 단기적으로 수요는 급감하지만, 

점차 증가하여 4년 후의 담배소비량은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수준과 유사함.

ㅇ 가격정책의 효과를 통해 예측된 소비량과 실제 소비량과의 차이를 보면

국산담배소비량이 외산 담배소비량으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V. 가격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

□ 담배가격인상을 위해 담배관련 제세공과금에 “금연지원기금(가칭)”을 추가할 것 을
제안함.

ㅇ 이는 흡연자가 징수한 담배관련 세금이 흡연자에게 돌아가서
비가격정책에서 금연을 지원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ㅇ 기존의 가격인상에서 인상분에 대하여 발생한 재정을
흡연자를 지원하는 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담배가격인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임. 

□ 즉, 추가적인 제세공과금 항목을 통하여 담배가격인상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 정을 흡연자의 금연사업에 지원 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ㅇ 흡연자가 납득할 수 있고, 
보건당국에서는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 판단됨. 



V. 가격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제안

□ 현재 외산담배와 국산담배의 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되어

외산담배의 수요가 2005년부터 급증하고 있음.

ㅇ 담배가격인상이 자칫 외산담배의 판매량만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음으로

외산담배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VI. 결론- 정책적 제언



VI. 결론- 정책적 제언

□담배가격탄력성을 통해 도출된 가격정책의 효과를 통해 목표량을 설정하면서

가격정책을 추진해야 함. 

□ 외산 담배 가격과 외산 담배에 대한 부과세금을 고려한 가격인상정책을 펼 쳐야 함. 

□ 가격정책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흡연자의 금연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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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담배회사

2005년 2006년 2007년 2005-2007년

종류 횟수 종류 횟수 종류 횟수 총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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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담배 -(a) - - - - - -

합계 586 649 572 1,807

담배 광고 현황 (잡지 광고 2005 ~ 2007)

•기업광고 현황: KT&G 상상예찬 캠페인 (2003 ~2006)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금지처분, 행정소송 제기, 담배광고의 일종으로 패소하여
이후 전파매체에서 광고 금지



국내국내 담배담배 광고광고, , 판촉판촉, , 후원활동후원활동 현황현황

후원활동 현황 (2005 ~ 2007)

연도

담배회사

2005년 2006년 2007년 2005-2007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총금액

(천원)

KT&G 28 2,154,300 44 2,371,500 46 1,937,500 6,464,300

필립모리

스
-(a) 1,516,000 - 2,694,000 - 2,36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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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담배 - - - - - - -



국내국내 담배담배 광고광고, , 판촉판촉, , 후원활동후원활동 현황현황

각 담배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문화마케팅,
후원활동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KT&G: 
• 스포츠마케팅: 농구단, 배구단, 탁구단, 배드민턴단을 직적 소유
• 사회마케팅: KT&G복지재단 설립-수도권 6개 복지센터 운영
• 문화마케팅: 상상마당, 상상유니버시티를 통하여 다양한 온라인, 오프

라인 문화공간 제공 및 행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 사회책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후원활동 지원
• 노인복지센터를 통한 지원활동
• 지역 행사 지원 및 문화행사 후원
• 직원으로 구성된 한사랑회의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 금연예방 프로그램 후원 등

필립모리스 등 기타 회사
• 문화단체, 복지단체 후원활동
• 언론매체 후원활동도 두드러짐(KT&G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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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1970년 공중보건을 위한 흡연법 제정 후 전파매체 담배광고 금지
• 1970년에서 2003년 사이에 담배회사 마케팅 비용이 40배 이상 증가
• 가격할인(40.90%), 판촉물제공(36.7%), 오락행사(3.2%), 스포츠행사

(1.3%) – 2000년 기준

영국
• 1965년 TV를 통한 담배광고 금지
• 담배광고와 판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시행됨
• 그 이전까지 담배회사의 카레이싱 후원 등 판촉비가 한 해 100만 파

운드를 초과

캐나다
• 담배생산조정법이 1989년 입법: 모든 형태의 직접적 광고행위를 금지
• 담배회사 이름을 이용한 후원활동은 금지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스

포츠, 문화, 예술, 사회후원활동 비용이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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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배회사 후원활동 내역 (1995 ~ 1999)

후원분야 후원사업의 수 후원받은 행사, 활동, 단체의 수
후원받은 행사, 단체 등이 속하는

지역의 수

AIDS

자선단체

가정폭력

교육

환경

축제

기아기구

소수인종

모터사이클

대회

예술활동

정치활동

로데오

스포츠

전시회

여성

청소년

5

20

2

37

15

10

11

41

33

56

1

1

3

24

10

11

65

22

182

53

29

12

180

78

348

74

43

1,527

55

31

33

11

26

9

51

19

15

7

51

31

27

19

6

36

10

14

11

10

계 300 2,73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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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제내용

제한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9조)

허용 금지

지정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에 의한 광고
영업소 외부에서 그 광고물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

잡지광고
품 종군별(브랜드별)로 연간 60회

이내에서 1회당 2쪽 이내로 광고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서 광고 금지

후원행위
담배사업자가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

담배 사업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외의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게 함.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행위 금지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부령(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를 허용

광고내용 규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3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3항) 광고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함,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안됨,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안됨

판매촉진 및 후원에

대한 경고문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소매인이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와 잡지광고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직‧간접적인 유인책

사용 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3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3항) 비흡연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것을 금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금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1항의2;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1항의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이내(1회당 2쪽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허용

담배후원 금지 또는

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1항의3;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1항의3)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허용

초국경적 광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외국정기간행물

포함)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허용



국내국내 담배담배 광고광고, , 판촉판촉, , 후원규제후원규제 특징특징

• 국내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는 타국가보다 엄격한 편임

• 담배광고 내용 규제가 구체적이지 못함 (단순제품 정보
이상의 이미지 광고 및 청소년 유사 모델의 제시)

• 담배회사 기업광고에 대한 명시적 규제 조항이 없어 향후
간접 형식의 광고 분쟁 여지가 있음

• 매체의 다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판촉방식이 등장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 (제휴 마케팅, 문화
마케팅 등)

• 후원형식이 직접 후원, 독립법인 설립, 제 3기관을 통한
간접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해외해외 담배담배 광고광고, , 판촉판촉, , 후원규제후원규제 현황현황

•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담배 광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금지 (파급력)

•잡지, 신문 등 인쇄매체 광고: 대부분 국가에서 지역잡지, 신문에서의 담
배 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나, 전국잡지의 경우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드물다.

• 옥외매체: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 (청소년 노출 위험성) 

• 인터넷 광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금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조항
이 없음

• 소매점 광고: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싱가폴, 폴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벨
기에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타 매체 광고에
비해서 아직까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함

• 담배회사에 대한 기업광고 규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각
국가의 법 해석상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해외해외 담배담배 광고광고, , 판촉판촉, , 후원규제후원규제 현황현황

•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규제: 견본 제공, 가격인하 등 직접적인 판매촉진
수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구매 및 소비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

• 간접적 판촉활동: 브랜드 제휴, 공유, 확산, 라이센싱과 같은 간접적인
판매촉진활동의 경우도 많은 국가에서 금지 (담배제품명을 타 제품군으
로 확산시킴으로써 담배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 PPL(Product Placement):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조항이 없음

• 이벤트 후원: 많은 국가에서 금지를 명시화

• 사회공헌활동, 지역커뮤니티 활동: 다양한 분야의 후원활동에 대한 포
괄적인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



담배규제기본협약의담배규제기본협약의 특징특징

1.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4항 (a): 허위ㆍ오도ㆍ기만적이거나, 제품
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
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모
든 유형의 광고ㆍ판매촉진 및 후원을 금지

2.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4항 (b): 모든 담배 광고를 비롯하여 판매
촉진 및 후원에 대해서도 경구문구를 포함

3.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4항 (d):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에 대한
담배사업자의 지출비용을 정부, 일반인, 협약의 당사자 총회에 공개

4.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4항 (e):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매체 및 인
터넷에서의 담배 광고, 판매촉진 및 후원을 금지 또는 제한

5.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7항: 인터넷 혹은 외국 잡지에서의 담배
광고와 같이 타국에서 제작되어 국경을 넘어 자국으로 전파되는 초
국경적 광고, 판매촉진, 후원에 대해 자국과 동일한 규제



담배규제기본협약의담배규제기본협약의 표준표준 권고안권고안

항목 담배규제기본협약 권고안 관련 국내법 비고

포괄적

금지조치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담배 광고, 판매촉진 및 후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소매점

판매와 진열

구매시점의 담배 제품의 진열 및 가시성은

광 고 및 판 매 촉 진 요 건 을 갖 춤 으 로

금 지 되 어 야 한 다 . 자 판 기 는 광 고 및

판매촉진의 수단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에 의한 광고는 허용하되,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물이 보이게

전 시 또 는 부 착 하 는 것 은

금지(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담배사업법 제

25조, 동법시행령 제 9조)

법규정

수정 요

포장 및 제품

표식

담뱃갑, 담배개비, 기타 담배 제품은 어떠한

광고나 판매촉진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다.

관련 법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담배규제기본협약의담배규제기본협약의 표준표준 권고안권고안

인터넷 판매

담 배 제 품 의 인 터 넷 판 매 는

본 질 적 으 로 담 배 광 고 및

판 매 촉 진 기 능 을 하 기 때 문 에

금지되어야 한다. 

소 매 인 이 담 배 를 소 비 자 에 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 한 다 ) 의 방 법 으 로 하 여 서 는

안된다 (담배사업법 제12조 3항)

브랜드 확장 및

브랜드 제휴

브랜드 확장 및 브랜드 제휴는 담배

광고 및 판매촉진의 수단임으로

당사국들은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기타 다른

주체에 기부하는 행위는 후원행위의

한 형태로서 각 당사국들은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사 회 ㆍ 문 화 ㆍ 음 악 ㆍ 체 육 등 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국 민 건 강 증 진 법 시 행 령

제14조 제1항 제 3호)

법규정

수정 요



담배규제기본협약의담배규제기본협약의 표준표준 권고안권고안

적법한

표현의 자유

담배 제품 및 담배 소비를 판매촉진시키는 보도, 

예술 표현, 학술 표현, 사회적, 정치적 비평에

대해서는 금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오락매체에서의

담배묘사

당사국들은 오락매체에서의 담배묘사에 관하여

특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바, 이들 매체에서

담배 묘사에 따른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음을

인증하게 하고, 식별 가능한 담배 브랜드나

이미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담배 묘사 시 금연

광고 게재 및 등급제나 분류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

관련 법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담배 거래 범위

내의

커뮤니케이션

담배 사업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행위의

포괄적 금지에 예외 조항을 둘 경우에는 이의

규정 및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담배규제기본협약의담배규제기본협약의 표준표준 권고안권고안

포괄적 금지와

관련된 헌법적

원칙

당사국들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한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거짓, 오도, 기만 또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담배 제품의 판매촉진활동은 모두

금지하여야 하며

- 건강 또는 기타 적절한 경고 및 메시지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 담배회사가 관여하는 모든 형태의 광고, 판매촉진, 

후원행위에 대한 활동 내역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담배 갑 및 광고에
담 배 의 유 해 성 이
명 시 된 경 고 문 구 를
표 시 하 게 하 는
규 정 ( 담 배 사 업 법 제
25조)만이 존재.

법규정 보완

및 신설 요



담배규제기본협약의담배규제기본협약의 표준표준 권고안권고안

초국경적

광고, 판매촉진, 

후원행위

특정한 유형의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 행위를 금지한 당사국은 동종의

초국경적 광고, 판매촉진,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국내 광고, 판매촉진, 후원에

대 하여 적 용하는 동일한 처벌을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

보건복지부령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 매 되 는 외 국 정 기 간 행 물 로 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 니 함 ( 국 민 건 강 증 진 법 시 행 령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 단 서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법규정

수정 및

별도의

법 규정

신설 요

책임 범위를 갖는

책임 주체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행위의

주체들은 폭넓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들 주체의 귀책성에 대한 판단은 각

주체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자국 내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행위

법안의 실행에 따른

제재, 감시, 집행과

사법적 접근

당사국들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충분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 없음.
법규정

신설 요



담배광고담배광고, , 판촉판촉, , 후원활동후원활동 규제규제 방안의방안의 방향방향

1) 2009년부터 2010년:

• 기존의 법 규제 하에서 위반되고 있는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사
례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의 분위기를
조성

• 담배 광고 단순제품 정보제공 규정 위반 사례 시정 조치, 담배회사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내역 제출 의무화, 여성 및 청소년 대상 후원활동 사례
시정 조치

• 세계담배기본협약에 따른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포괄적
금지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에 대한 공중의 이해 제고 및 이의 국내법에의 적용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
한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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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009년 2010년

광고

규제

•담배 광고 단순제품 정보 제공 규정

위반사례 시정조치

•담배회사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내역

제출 의무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포괄적 금지

입법’ 추진

-광고, 판매촉진, 후원 영역별 규제 내용

제시

-각 규제 법안 별 경과 규정 제시

-책임주체의 범위 지정

-모니터링 규정 및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명시

-국제적 협력, 공조 책임 명시

판매촉진 규제 •브랜드 확장, 제휴, 라이센싱 금지 명문화

후원활동 규제 •여성 및 청소년 대상 후원 사례 시정조치

정책홍보

•담배회사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비윤리성 부각 및 규제의 필요성 전파

•금연운동 인적 네트워크 강화

•세계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공중의 이해

제고 및 국내법 적용의 필요성 전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법 제정화 운동 전개

•국회 및 정부부처 내에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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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부터 2013년:

• 담배규제기본협약 권고안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사안 들 중에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할 필요
가 있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잡지광고 금지, 담뱃갑 허위, 오도, 기만적 제품 표식 금지, 소매점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광고 금지, 스포츠·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후원금지

•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의 필요성 전파, 인적 네트워크 강
화 및 이를 위한 여론 조성, 그리고 입법가로부터 규제 법안에 대한 지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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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2013년

•잡지광고 금지
• 소매점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광고

금지

•담뱃갑 허위, 오도, 기만적 제품

표식 금지

•담배 사업자 간 광고, 판매촉진, 후원

행위 금지

•소매점 내부 담배제품 진열

조건 명문화

•스포츠행사 운영, 주관 및 후원 금지

•담배회사의 직ㆍ간접 후원과 연계된

보도적, 학술적, 예술적 표현 금지

•문화행사 운영, 주관 및

후원금지

•사회복지사업 직접 운영

금지

•담배 규제정책의 필요성 홍보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담배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여론 조성

•입법가들로부터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 법안에

대한 지지획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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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부터 2020년:

•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 다소 무리
가 있거나 이행주체들이 이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최종적으로 추진

• 소매점 내부 담배 제품 진열 금지, 담뱃갑 단순포장 의무화, 담배회사의
공익사업 운영, 소유 및 후원 금지, 초국경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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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0년

•여객선, 국제선 항공기 광고 금지

•오락매체 담배 묘사에 따른 등급제 실시

•초국경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담배제품 진열 금지

•담뱃갑 단순포장 의무화

•자판기 판매 금지

•사회복지사업 후원 시 담배사업자 명칭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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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대한 범사회적 여론 조성

•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제시하는 권고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담배 광
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을 규제할 경우, 담배회사 및 담배산업 종사
자들의 반발이 예상

• 담배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범사회적인 여론조성이 관건



2. 담배회사의 비윤리적, 기만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제고

•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 규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여론조성을 위
해서는 담배회사의 비윤리적, 기만적 마케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위험인
식 제고 및 담배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산

• 담배회사의 비윤리적, 기만적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이슈를 기존의 흡연
예방 및 금연캠페인과 연계

• 현재 담배회사는 청소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사회·예술·문화행
사를 후원함으로써 담배회사에 대한 친화성을 증대. 청소년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 높음

• 선진국 경우 담배회사의 비윤리성과 기만성에 대하여 다양한 광고 및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배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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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네트워크 강화

•담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입법과정과 진행에 대해서 잘 알려주
고 이들이 이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

•담배사업자는 적극적인 조직화가 가능하지만, 일반 공중의 경우 소극적
방관자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일반 공중들의 개별적인 지지 동원과 더불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금연
및 담배 규제를 지지하는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 대학생, 일반 국민, 여성층 등 다양한 계층의 금연운동 네트워크
가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단체, 의료집단, 전문가 집단, 기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도 병행

•외국의 사례에서 청소년의 자발성을 매개로 한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는
담배 규제를 정당화하는 여론 조성에 매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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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가들의 관여와 지지 확보

•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법안을 지지해줄 입법부의
구성원을 파악하여 지지를 확보

•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입법가들은 이익집단, 시민사회의 영향력있는
목소리, 많은 개별 시민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할 압력을 느낌.

• 담배 규제 법안을 지지하는 많은 개인과 단체는 입법가들에게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소스

•입법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바로 믿을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법안 성격, 근거, 영향, 접근 전략 등

•입법, 행정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추진
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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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배 규제에 대한 사회적 프레임의 전환

• 정부 대 국민: 지금까지 담배 규제는 주로 담배가격 인상이나 금연구역
지정 등 정부가 흡연자를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담배
규제 이슈가 주로 국민 대 정부의 대립 프레임 속에서 형성

• 정부 대 담배회사: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 판매촉진,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는 그 규제의 대상이 담배회사 및 담배 산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정
부 대 담배회사 간의 대립 구도로 형성될 가능성 - 국민들이 이를 정부
와 담배회사 간의 이해관계로 오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배
제될 가능성

• 담배회사 대 국민: 담배회사의 기만적,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폭로함
으로써 국민 대 담배회사간의 대립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 담배 규제
이슈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담배 규제에 대한 범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유리

담배광고담배광고, , 판촉판촉, , 후원활동후원활동 규제규제 정책홍보정책홍보 방향방향



6.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괄적 캠페인 전개

• 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홍보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공중의 주의가 분산
되므로 그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

•각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 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핑크리본 캠페
인과 같은 캠페인 소재를 개발하여 포괄적 캠페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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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에 관한 국내법제도
개선방향

(가칭)‘담배규제법(안)’의 내용을 중심
으로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담배규제에 관한 국내법제도 개선
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비준국으로서, 동 협약 상의 각
종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을 준수일정에 따
라 법제화하여야 할 국제법적 의무 부담.

•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제도의 개선방
향은 두 가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함.



담배규제 및 금연법령의 체계 정비

• 현재 담배관련법령은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과 국민건강

증진법(보건복지가족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담배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법으로 기능하지만, 사

실상 국민건강증진법과의 관계에서 담배유해성관련규제

와 동일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담배갑 및

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무),

• 관련규정이 두 법률에 산재해 있는 상태임(예: 담배성분표

기규정은 담배사업법, 발암물질 표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됨).



담배규제 및 금연법령의 체계 정비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이나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의 강화필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담배규제는 단지 흡연자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

라 담배경작자의 전업지원, 담배유통구조의 투명화 등 담배의 생산에

서 소비에 이르는 전체 사이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현재와 같이 복수의 법률과 집행기관으로 규제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종합적․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종합적․포괄적 접근을 통해 담배산업 및 소비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제

하기 위해 기존 담배규제 및 금연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



담배규제의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조
치의 도입 및 확대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규제를 위해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있어서 각종 규제장치의

입법화를 비준국에게 일정한 타임스케쥴하에서

요구하고 있음.

• 물론 일정한 영역(예컨대,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의 경우에는 비준국의 ‘헌법원칙하’에서라고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담

배규제장치들을 훨씬 뛰어 넘는 강력한 규제조치

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음.



담배규제의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조
치의 도입 및 확대

• 일정한 규제장치들은 이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입법화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분야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기준에 미흡함.

• 따라서 향후 담배규제에 관한 국내법제도의 개선에 있어

서는, 내용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담배 규제 및 금연 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

• 제1안: 단일 법률로서의 「담배규제법」의 제정방안

: 담배의 제조․수입과 그 유통 그리고 소비행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의 규제권한을 체계

화시키는 단일법률로서의 ‘담배규제법’을 신설하는 방안

• 단일법을 추진하는 경우 그 집행권한의 분장문제가 제기될 것인 바, 단일기관이 총괄

하는 경우와 복수의 기관이 각각 이를 담당하는 경우 장단점 있음.

• 단일기관이 총괄하는 경우 영업규제와 담해유해성규제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을 정하

여 전체적인 규제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상충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하나

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음. 

• 복수의 기관이 이를 분담하면 상충되는 이익을 각자 최대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관간

조율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이익도 소홀히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순

된 정책집행으로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법제의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한분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담배 규제 및 금연 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

• 제2안: 담해유해성 관련규제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의 일원화

: 단일한 담배규제법의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 담배유

해성 관련 규정들을 ｢담배사업법｣에서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으

로 일원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임.

• 내용은 위 담배규제법안 중 제2장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에 대한

진입규제 관련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에 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임.



담배규제법(안)의 내용 및 취지

• 총칙 – 용어의 정리

• 담배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배’와
구분되는 ‘담배연기’ 그 자체의 정의를 새롭게 규
정할 필요가 있음.

• 담배사업자를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담배도매업자, 담배소매업자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담배광고, 판촉, 후원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
하여, 광고, 판촉, 후원의 개념정의를 각각 별도
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총칙-담배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

• 담배 및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담배
규제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를 규제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담배규제법의 이념 내지 취지를 법 차원에서 반
영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규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헌법상 기본
권인 혐연권(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 및 담배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내지 접근권을 명시할 필
요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담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결국 흡연권과 담배사업자의 영업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혐연
권과 담배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등이 보다 우월적인 권리라는 점
을 염두에 둘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담배사업자 등은 이러한 국
민의 혐연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됨.



총칙-국가, 지방자치단체, 담배사
업자, 국민의 책임

• 담배규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은 위에서 설명
하였던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러
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담배사업자의 구체적인 책임 및 의무를 규정
할 필요.

• 담배공급자 - 흡연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보제공, 담배로 인한 폐해감소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



총칙-국가, 지방자치단체, 담배사업자, 국민
의 책임

• 흡연자 - 흡연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하여 흡연자 자

신의 건강이 침해될 뿐 아니라 비흡연자를 담배연기에 노

출시키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

하여,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하고, 흡연 및 담배연기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

경 및 경제적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



총칙-국가, 지방자치단체, 담배사
업자, 국민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흡연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흡연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 사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 와 책임

•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담배사업자, 국민의 책
임에 관한 규정은 위의 국민의 권리에 관한 조항
과 아울러 담배규제법의 기본이념, 기본취지, 기
본방향, 기본전략 등을 함축하는 조항이 됨.



총칙-담배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

•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을 관할하는 기획재
정부와 국민건강증진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가
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부처 간의 이견
이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이고도 일관된 담배규
제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음.

• 담배규제를 위한 기본계획, 연차별계획, 연차별
담배규제정책의 평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입
법화함으로써, 담배규제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
비할 필요가 있음.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
-특수용 담배에 관한 조항의 삭제

• 담배를 국가원수의 하사품이나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은혜품으로 다루어 담배를 저렴하게 제공
하는 것을 큰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법률규정(담배사
업법 제19조: 특수용 담배에 관한 규정)이나, 저소득층에게 저가에
담배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일환이기라도 한 듯한 규정(판매
가격 200원 이하의 담배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과 엽연초생산안정화
기금 면제 규정)이 있음.

• 담배는 하사품이나 은혜품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사회복
지의 차원에서 저가에 공급하여야 할 물건은 더 더욱 아님. 따라서
법률적으로 담배를 당장 금지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담배
자체를 대하는 법적 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줄여나가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
제로 장기적으로 담배는 근절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
위 내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면세담배와 특수용담배를 비롯한 담
배와 관련한 각종 특혜를 폐지해야 함.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담배 판
매가격의 신고 및 공고제도의 개선
• 담배소비의 억제를 위해 세계적으로 점점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기서 설명하
는 담배규제법(안) 또한 기존 법령의 내용에 비
해 담배 광고를 대폭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담배광고의 제한에 대한 반작용으로 담
배제조업자나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가격의
공고를 할 때, 이를 담배광고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가격공고시 광고로 오
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
문의 금지규정을 신설할 필요.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청소년
의 보호

•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
됨. 왜냐하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는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아동은 흡연의 폐
해가 없는 환경에서 성장 및 발달할 권리를 가지
기 때문임.

•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
치들은 상당 정도가 이미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
으나, 보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청소년
의 보호

• 첫째,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대여‧배포 및 무
상제공 등의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의 부과.

• 둘째,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에 관한 경
고표지의 담배판매영업소 내에서의 설치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

• 셋째,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표를 통한 청소년의
연령확인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청소년
의 보호

• 넷째,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완화시키
기 위하여,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
거나 혹은 가시적인 방법으로 담배를 진열하는
것의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

• 다섯째,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친화성을 제한하
기 위하여, 담배 형태의 사탕, 과자, 완구류 등의
제조, 판매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

• 여섯째, 청소년에 ‘의한’ 담배판매의 금지 및 위
반시 과태료의 부과.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담배자
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의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

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할 가능성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의 제한은, 담배자동판
매기의 설치는 허용하되, 그 설치를 사실상 어렵게 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통한 담배판
매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의 제한장치로서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

• 둘째, 청소년의 담배자동판매기 접근 및 이용을 차단하
기 위하여 성인인증장치의 부착의무를 규정할 필요.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담배제조업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이외 수익사업의 금지

• 향후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
지 못하게 함으로써, 담배사업자에 대한 친화성
을 억제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 있음.

• KT&G는 담배사업과 인삼사업을 겸영하고 있으
므로, 담배에 관한 규제가 인삼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향후 담배사업과 인
삼사업을 분리시킬 필요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도 담배사업과 기타 수익사업의 분리는 필요.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담배경
고문구 및 발암물질 표시

• 첫째, 경고문구 등의 기능이 정보제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서적 효과 등을

통한 담배소비억제효과까지도 정책목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글씨 이외의 사

진이나 그림을 통한 경고도 할 수 있도록 ‘도화’를 추가할 필요 있음.

• 둘째, 현행 발암성물질 표기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3항은 “… 다음 각호의 발

암성 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리적으로는 반드시 당해 담배

에 실제로 그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표기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그를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암성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할 필요 있음.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담배연
기성분의 표시

• 첫째, 성분측정 및 표기의무의 감독 및 실효성확보를 위해 성분측정 후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1항의 ‘담배성분’은 곧 ‘담배연기’의 성분으로 국

한되어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시행령의 규정들도 모두 ‘담배연기’에 관

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 담배성분에는 ‘담배의 내용물’은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FCTC 제10조에서 담배사업자가 담배의 연기 뿐만 아니라 담배 자체의 성분에

대한 정보도 정부기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 중 유해물질(toxic constituents)에 대해

서는 그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 담배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성

분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담배연
기성분의 표시

• 셋째, 표시대상 성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물론 담배연기성분 중에서도 모든 성분이 규제

대상이 될 필요는 없을 것임. 통상 담배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40가지 이상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임. 표시대상 성분은 담배에 포함된 발암가능성이 있

는 성분이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임.

• 또한 단지 성분의 함량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를 표시하는 목적 -즉, 담배의 유해성 고지-을 달성하

는데 불충분하므로, 그러한 성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해야 함(더 많은 내용의 정보를 담은 속지 투입 방식, 경고문구에 담배성분

정보를 혼합하는 방식 등).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담배의
원산지․판매조건의 표시

• FCTC 제15조는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담배 포장재에 원산지와 판매지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갑포장지 및 기

타 포장재에 담배상품의 원산지와 판매지역(국내용․수출용) 등 판매조건에 관한 표시

를 할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표시없는 담배판매를 금지하며, 그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부과할 필요 있음.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오도성
문구 사용의 금지

• FCTC 제11조 1.의 오도성 문구의 표기를 통한
담배소비촉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를 준수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규제는 담배사업자의 영업활동과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예측가능
성을 위해 어떠한 문구가 ‘오도성 문구’에 해당되
는가 하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함.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오도성
문구 사용의 금지

• 따라서 오도성 문구의 사용금지를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오도성 문구

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조문화함으로써, 어떤 문구가 이 법률규

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객관적․확정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담배소비에 관한 의사결

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오도성
문구 사용의 금지

• 한편 오도성 문구 사용의 금지를 향후 입법화하는 경우 현재 이미 오도성문구

에 해당하는 표현을 등록상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담배제품(예컨대 ‘마일드

세븐’, ‘에쎄 순’)에 대해서도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규제수

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가능성 있음.

• 이에 대한 정교한 대응논리의 개발 필요.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담
배광고의 금지 , 제한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령에는 담배광고에 대한 금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 있음. 

• 첫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지정담배소매업자의 영업소

내부에서의 광고물 전시 또는 부착행위는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담배소매업자가

대개 소매가게나 편의점이고, 이러한 곳은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는 점에서, 청소년의 접근성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담배광고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담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

여서는 담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소가 법제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담

배전문판매업소는 향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될 필요.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담
배광고의 금지 , 제한

• 둘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서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

지만, 향후 품종군별로 그 횟수를 대폭 줄일 뿐만 아니라, 광고가 실

릴 수 있는 잡지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잡지에 국한시킬 필요 있음.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담
배판촉행위의 금지,제한

• 담배판촉행위의 금지,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법률에서 담배의 판촉행위

의 금지, 제한을 현행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담배판매촉진행위의 유형이나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금품 등 재산상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컨대 담배 또는 그

포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공

중행사 등에 담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공중에게 담배를 무상으

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할 필요.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담
배사업자의 후원행위의 금지,제한

• 담배사업자에 의한 후원행위도 담배사업자에 대한 호의감 및 친근감을 높임

으로써, 결국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친화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문제는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후원행

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모든 형태 및 종류의 후원행위를 금지하는 경

우, 헌법원칙상 그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담
배사업자의 후원행위의 금지,제한

• 입법전략적으로 모든 후원행위를 금지하는 방안과 후원을 할 수 있는 대상행

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방안 두 가지가 가능함

• 즉 제1안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며, 제2안은 담배의 성분 및 담배의

소비억제, 금연 등에 관한 연구지원 이외의 각종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임.

• 두 가지 안 모두 공통적으로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판매업자에 의한 사회

․문화․음악․스포츠 등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의 소유 또는 운영을 금지시킬

필요 있음.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담
배광고 등의 지출금액 신고, 공개

• 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지출된 비용의 신고 및 공개의무를 규정할 필요 있음. 

이러한 제도의 기본취지는 담배회사로부터 후원받는 사람이나 단체의 윤리성

‧도덕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 광고 등의 지출금액 공개제도는 담배사업자로 하여금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 등의 지출금액을 신고하도록 하

는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사항

을 검증‧공개하는 방식이 가능함.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담배제조업
자,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공익사업 참여 범위

의 축소

• 담배사업자에 대한 친화성은 곧 담배제품에 대한 친화성을 의미할 수 있음. 즉 담배사

업자에 대한 친화성이 높아지면, 담배제품에 대한 친화성 내지 호의감이 높아지게 됨.

• 현행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은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에까지 참여할 수 있

게 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

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이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담배사업자에 대해서는 흡연예방‧치료, 금연운동 등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익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축소할 필요.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 금연구역
의 확대

• 첫째, 금연구역 설치에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조치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

고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대중

교통수단과 공공장소,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음.

• 둘째, 금연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입법조치도 중요하지만 규정의 이행에 대

한 엄격한 감시와 감독이 중요함. 따라서 간접흡연규제의 이행을 철저하게 감

독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이행 실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 금연구역
의 확대

•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공공장소를 금

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 있음.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 담배부담금으로의
명칭 변경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문제

• 담배규제의 체계적 통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현

행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명칭을 담배부담금으로 변경

할 필요.

• 이와 아울러 담배부담금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입하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담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담배와 관련한 일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할 필요 있음.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 금연 및 담배중독
치료의 근거규정의 마련

• 담배의 중독성과 치료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담

배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흡

연자들이 보다 손쉽고 효과적으로 금연 및 치료

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 금연 및 담배중독
치료의 근거규정의 마련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이를 위하여 교육기관, 보

건시설, 직장 등에서의 금연촉진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설치하고, 담배중독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상담을 국가적 보건, 교육 프로그램 등에 포함시

키고, 사람들이 비용부담 없이 담배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간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 금연 및 담배중독
치료의 근거규정의 마련

• 향후 이러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참고하여 금연

및 담배중독, 치료에 관한 규정을 법률 차원에서

둘 필요 있음.



벌칙제도의 개선
• 담배규제 관련 벌칙 및 제재조치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금연정책 강화와 더불어 담배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에

따라 담배 제조 및 유통 규제 규범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부분적으로

강화.

• 한편으로는 종래 각종 행정관련 법률에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제재인 행정형벌을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위반

에 의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

미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가급적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이 입법경향이자 추세임.



벌칙제도의 개선

•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벌칙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첫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에서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단순한 질서위반행위

로서 과태료부과 대상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된 지 오래된 제재규정의 현실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그 상향조정의 정

도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정도, 물가변동율, 다른

법률에서의 규율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벌칙제도의 개선

• 셋째, 나아가 과태료 부과 절차 및 불복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각종의 과태료에 대한 부과요건, 부과절차

및 불복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

련하여 위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따라서 개별법에서의 과태료 부과절차 및 불복절차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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