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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흡연율 예측의 필요성

Ø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수립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정책을 추진

Ø HP2020년 남성흡연율 29% 목표
Ø 금연정책의 운영에 따른 흡연율의 변화 유동적
Ø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의 금연정책 제안의 근거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율 예측, 금연정책 운영 방향 제시필요

연구 배경 1

u흡연율 예측의 어려움

Ø 금연정책 효과의 변화 (시행 초기와 후기의 effect 차이)
Ø 인구사회적 특성별 금연정책의 효과 차이

(ex. 가격정책à 소득이 낮은 계층, 청소년 효과 大)
Ø 비선형적 금연 정책 효과 (Media campaign)
Ø 금연정책 효과간 interaction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simulation model의 활용 필요

연구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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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Smoke Simulation Model의 선행연구

Ø Dr. Levy 팀의 금연정책의 효과 평가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
Ø SimSmoke simulation model을 이용한 흡연율 예측, 
금연정책 평가관련 수십 편의 연구논문 게재

Ø 서구 이외에 중국, 말레이지아, 베트남, 타이, 대만 등
여러 동양권 국가의 모델 개발 경험

Model 개발 가능성과 예측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음

연구 배경 3

1. 한국의 인구, 흡연행태, 금연정책 실정을 고려한
한국판 흡연율 예측 SimSmoke model 개발

2. 금연정책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 흡연율 예측

3. 금연정책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 흡연기여사망수 예
측

4.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탐색하고 정책 운영의 방향을 제시

연구 목적



2012-09-19

4

What is SimSmoke?

SimSmoke simulates the dynamics of smoking rates 
and smoking-attributed deaths in a State or Nation, 

and the effects of policies on those outcomes. 

Focus on tobacco control policies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way the policy is 

implemented and vary by demographics 

Dynamic, nonlinear and interactive effects of 
policies

Compartmental (macro) model with smokers, ex-
smokers and never smokers evolving through time by 

age and gender.

Deterministic uni-causal model with sensitivity analysis

Levy

Basic Structure of 
Model

• Population model begins with initial year population (by 
age and gender) and moves through time (by year) with 
births and deaths (1st order discrete Markov process)

• Smoking model distinguishes population in never smokers, 
smokers, and ex-smokers and moves through time with 
initiation, cessation and relapse (Markov)

• Smoking-attributable deaths depend on smoking rates and 
RRs from CPS-II, in total and by cause

• Policy modules- one for each policy with interdependent 
effects on smoking rates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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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Model:
Evolution of Smokers

Population

Never Smoker

Ever Smoker* Current                         
Smoker**

Ex-Smoker

InitiationInitiation Not quitNot quit

RelapseRelapse

Cessation (quit)Cessation (quit)Not initiateNot initiate

•Usually as smoked 100 cigarettes lifetime    
•** usually as smoked some or all days

Levy

Basic Approach

Policy 
Changes

Taxes

Clean air 
laws

Media Camp.

Marketing 
Bans

Warning 
labels

Cessation Tx

Youth 
Access

Cigarett
e Use

Smoking-
Attributab
le Deaths

Total Mortality 
and by type:

Lung cancer

Other cancers

Heart disease

Stroke 

COPD

MCH Outcomes 
(deaths and 
incidence)

Norms, 
Attitudes,
Opportu-
nities

Former 
and 
current 
Smokers, 
relative 
risks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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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policies and smoking 
rates based on:

• Evidence from tobacco and other 
literatures,

• Theories (Economics, Sociology, Psych, 
Epidemiology, etc), and  

• Advice by a multidisciplinary expert panel

Attempt to understand the variation in 
results across studies

Levy

Policy EffectsPolicy Effects

• Initial impact on cessation through smoking prevalence (1+PR), 
PR = percent reduction. 

Based on studies

• Maintained through initiation rates (1+PR) and increased through 
cessation rates (1-PR) = limited information

• Effects may differ by age and gender = from studies and demogs.

• Effects depend on the way in which policy is implemented: level, 
degree of enforcement, other policies (synergies, e.g., through 
publicity)

• Interactions between policies (percent reductions multiplicative)-
with some built in interactions) = limited information

• Model distinctions based on urban vs. rural, High Income vs Low-
Middle income nations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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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ation Treatment Policies

• AVAILABILITY: Ability to obtain NRT, Buproprion and 
Varenecline by Rx or OTC

• ACCESS: payment or mandatory coverage for 
cessation treatments 
– Prescription or OTC pharmacotherapies alone
– Behavioral treatment alone 
– Pharmacotherapies and behavioral 

• QUITLINES: delivered by government and coordinated 
through health care system

• BRIEF INTERVENTIONS: delivered by health care 
providers 

• Web-based treatment: supervised and used by health 
care agencies of provider

• Follow-up of Care: by health care providers, quitlines, 
web

Have considered interactions (synergies among policies)

Levy

u 한국판 SimSmoke Model의 개발

Ø SimSmoke Model의 주요 구성요소
- Population model : 연령, 성별로 구분된 인구수, 출산률, 사망률
- Smoking model : 연령, 성별로 구분된 흡연율, 흡연시작률, 금연율, 
흡연자의 상대 위험도

- Policy module: 현재 금연정책 시행 내용, 향후 금연정책 변화
- Policy effect size option

Ø SimSmoke Model의 적합성 확인
- 이전 금연정책 상황과 흡연율 변화 자료를 이용, 프로그램의 적합도
확인

국내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완성

Korea SimSmok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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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imSmoke model에 필요한 자료 가공 및 model 적용

Ø Model 구성요소 별 한국 자료원의 가공
- Population model : 통계청 인구 Census & 생정통계 자료
- Smoking model : 국민건강영양조사 1-3기 건강행태조사 자료

USDHHS(1989);해외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논문
- Policy module : 국가 흡연예방 금연사업 시행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 Policy effect size option : 해외와 국내 금연정책 평가 연구논문

Ø 국내 금연정책 상황을 고려한 향후 금연정책 시나리오 마련

금연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흡연율과 흡연기여 사망수의 예측

Resources

u SimSmoke model process

• 이산시간 마코프 프로세스(Discrete time Markov process)를 기초로
미래 인구와 흡연자수를 추계

- Population model : 출산율과 사망률을 기초로 미래 인구 추계
- Smoking model : 흡연시작률, 금연율, 흡연 재발률을 이용하여 미래
의 흡연자수 추계

- Policy module : 7가지 금연정책으로 구성되며 각 금연정책의 강도에
따라 흡연율 조정. 세부모델의 종합적 연산으로 최종적으로 미래 흡연
율을 예측.

금연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흡연율과 흡연기여 사망수의 예측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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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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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le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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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정책 강화에 따른 연도별
남성흡연율(%) 예측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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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및 비가격 정책 강화에 따른 2020년도
남성흡연율 (%) 예측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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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격정책의 영향

• 가격을 2013년부터 2,000원 올리는 경우 2020년 흡연율
예측치
– 비가격정책 현재대로: 36.5%
– 비가격 정책 한가지만 최대화

• W: 담배갑 포장(경고그림/문구 등): 35.4%
• C: 금연구역: 32.9%
• Y: 청소년 접근제한: 35.0%
• T: 금연치료: 34.6%

– 비가격정책 조합
• WC (32.0%), WCY (31.9%), WCT (30.2%)
• WCYT (27.9%)

결 론

•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2020 목표인 남성흡연율 29% 달
성 불가

• 비가격 정책 없이는 2020 목표인 남성흡연율 29% 달성
이 매우 비현실적

• 가격은 얼마나 올려야? à 비가격 정책을 완벽하게 최대
로 강화한다고 해도 최소 2000원 인상은 필수

• 2013년부터 2000원 가격인상을 하더라도 비가격정책의
최대조합이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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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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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배규제정책개선을위한금연세미나발표자료

2012. 9. 19

서론

• 기업은 풍요와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자기 자신의 생존
을 위해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파괴, 
제조물 결함에 의한 위해, 인권의 침해 등 다양한 폐해를
야기

•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대 사이의 조화와 균형 à 담배회
사의 경우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파악하고 담배회사 적용여
부에 대한 기초논의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담배관리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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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목적
–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

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 담배제조업 à 본 발표의 대상
– 담배판매
– 담배수입
+

– 담배소비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개념
– 기업측 입장

•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여, 혹은 공헌 정도
로 이해

•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주주, 고객, 공급업자, 노동
자,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활동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활동

– 보편적 정의
•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
•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할동과 방침을 의

미하며, 이는 재무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책
임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기업지베구조 리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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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SR의 개념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이윤추구는 물론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서 법령

및 윤리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의 요청 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책임있는 활동(정운용, 2012)

이해관계자의 상충되는 권리보호??

•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기업은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됨.
• 기업은 적절한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담배회사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간의 조화로
운 권리보호가 가능한가?
– 종사자(employees)
– 투자자(investors)
– 공급자(suppliers)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 소비자(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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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법령 및 윤리 준수?

• 세계담배규제협약(FCTC)
– Article 13: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Parties should enact a comprehensive ban on 

all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Article 5.3
• Expressly prohibits ‘industry interference’ in 

public health policy

Patricia Lambert, “Amendments to: The Tobacco Products Control Act”
2008

사회모범규준

CGS 모범 규준 시리즈 2
기업사회책임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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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함.

소비자

•담배의 위험성을 얼마나 잘 표기하고 있나?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FCTC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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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역사회와의 소통

•담배회사의 기부금 제공, 봉사활동, 문화활동 지원,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등이 담배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으로 활용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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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전략적 사회 공헌 활동이 담배회사 이미지,
담배회사－공중 관계, 담배회사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논의

• 담배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담배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구매행위를 결정하는 소비자에게 전가 à 특히 청소년들
에게는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임. à 책
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에게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 담배회사가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CSR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à 담배회사의 CSR이 여타 다른 기업
의 CSR에 적용되는 mainstream idea를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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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지배구조/사회책임활동

KT&G 지배구조 헌장
• 전문

– “독립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로 명시

• IV. 이해관계자
– 1.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
– 2.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의문

– 담배회사는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을까? à 이익극대화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할수 있을까?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법령에 담배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à Defensive Stance에서 Proactive Stance로 변할 수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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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지배구조 헌장에 대한
논의

• 담배회사의 경우 전체주주의 이익과 소비자의 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
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여지는 여타의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을 것임.

•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에서도 주주전체
의 이익을 위해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Approaches to Social Responsibility

• Obstructionist stance: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that involves doing as little as possible and may involve 
attempts to deny or cover up violations (e.g. PG&E’s water 
contamination and cover-up).

• Defensive stance: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by 
which a company meets only minimum legal requirements 
(e.g. tobacco companies that use warning labels in the U.S., 
but not abroad where they aren’t required to do so). 

• Accommodative stance: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by which a company only exceeds minimum legal 
requirements if asked to do so by specific stakeholder 
groups .

• Proactive stance: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by 
which a company actively seeks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its social environment, often through a fou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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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사회공헌

• KT&G에서 제공하는 사회공헌에는 사회책임활
동에는 장학재단, 복지재단, 독창적 공헌활동, 문
화예술지원 등이 있음.

KT&G 사회공헌

출처: http://www.ktng.com/

•KT&G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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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사회책임활동

• 흡연환경개선
– 휴대용 재떨이 제작/배부
– 더좋은 내일 만들기콘텐츠 공모전(2008~2011)
– 흡연예절 공익광고 실시
– 공공시설흡연실환경개선

• 청소년 흡연예방
– ‘그린나레’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 추진(협력기관:서울대의대)
– 소매점 천소년 흡연예방 계도물 설치

• 의료연구지원
– 공익기관인 대한암연구재단에 연구비 기부(2007~2011)

• 논의
– 적절한 사회책임활동인가?

더좋은 내일 만들기콘텐츠 공모전(2008~2011)

논의: KT&G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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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T&G, 2011 사회공헌활동 백서

논의: KT&G 명기

KT&G 사회책임활동에 대한 논의

• 사회책임활동에 KT&G의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

는 여지를 없애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강화

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더좋은 내일 만들기 콘텐츠 공모전” 포스

터에 KT&G를 연상시키는 로고 표기

– KT&G 2011 사랑 나눔 릴레이에 KT&G 표기된 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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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국
Discredit tobacco sponsorship campaigns

(2) Shanghai World Expo returned 
RMB 200 million ($US 29.3 
million) Shanghai Tobacco 
Company to support China’s 
pavilion (July 2009).

(1) Ministry of Civil 
Affairs canceled the 
nominations of 
tobacco companies 
for philanthropy 
awards (Nov 2008).

(3) 11th National 
returned all donations 
from tobacco 
companies (Oct 2009). 

www.tobaccofreecenter.org, “Taking Action Against Big Tobacco”, 2010

성공사례: 중국
Discredit tobacco sponsorship campaigns

Essential Elements: 
•Tobacco Control organizations partnered to write 
letters, meet with officials, generate media stories:
– China has an obligation to uphold the FCTC
– Sponsorships violate FCTC Articles 5.3 and 13
– Responsible action calls for end to these practices

Lessons Learned:
•Partnerships lead to success
•With each victory, persuading decision makers 
gets easier and TI sponsorship is viewed as not 
“normal”  
www.tobaccofreecenter.org, “Taking Action Against Big Tobac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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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Big Tobacco

Types of TI Tactics 
• Advertising, 

Promotion & 
Sponsorship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 Buying Influence
• Interference in policy

Examples of sources 
to monitor

• Conduct community 
surveys

• Track media
• Check corporate 

websites
• Read tobacco company 

annual reports
• Read government 

minutes and reports

www.tobaccofreecenter.org, “Taking Action Against Big Tobacco”, 2010

논의

• 담배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담배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구매행위를 결정하는 소비자에게 전가 à 특히 청소년들
에게는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임. à 책
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에게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 담배회사가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CSR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à 담배회사의 CSR이 여타 다른 기업
의 CSR에 적용되는 mainstream idea를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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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제언

•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대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기업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최근들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중독성이 매우 강한 위해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 조화
와 균형을 이루는 여타의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FCTC의 규정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고, 국가 책무로서
임무를 수행



발표자료3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정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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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개선을 위한 금연세미나 발표자료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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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개선을 위한 금연세미나 발표자료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mail: kosukja@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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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폐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정책적 함의

금연정책 통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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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폐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흡연 폐해: 흡연관련 질환흡연 폐해: 흡연관련 질환

구분 흡연관련 질환

암 입술, 구강 및 인두, 식도, 위, 간, 췌장, 후두, 
기관, 폐, 기관지, 자궁경부, 방광, 신장 또는

요로부위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 대동맥류, 기타 동

맥 질환

호흡기질환 폐렴, 인플루엔자,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
기도폐색, 기타 호흡기 질환

정영호 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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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유발 질병흡연 유발 질병

출처: Public Health Service, How Tobacco Smoke Causes Disease: The Biology and Behavioral Basis for 
Smoking-Attributable Disease :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2010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기대여명 차이: 미국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기대여명 차이: 미국

30세 45세 60세

비흡연자 56 41 26

흡연자 48 33 19

차이 -8세 -8세 -7세

미국 흡연자의 기대여명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ased on data for 1997 to 2004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mbined with death certificate records 



2012-09-19

4

우리나라 40세 남성의 코호트별 잠재기대여명우리나라 40세 남성의 코호트별 잠재기대여명

비흡연 현흡연 과거흡연

기대여명 42.69년 36.41년 41.21년

비흡연&현흡연 비흡연&과거흡연 과거흡연&현흡연

기대여명차이 6.28년 1.48년 4.80년

비흡연

현흡연
과거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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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 현흡연 과거흡연

정영호 외, 비만과 흡연의 생애의료비 비교분석 및 건강증진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분석, 2010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기대여명 차이:우리나라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기대여명 차이:우리나라

Markov 모형의 개념적 틀Markov 모형의 개념적 틀 § 95세까지의 기대여명과 이들이

생존하면서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유발되는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을

추정

§ 40세 남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생애의

료비 차이:  약1천1백만원

자료) 정영호 외, 비만과 흡연의
생애의료비 비교분석 및 건강증진
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분석, 2010

흡연자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생애의료비흡연자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생애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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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 1일 평균 진료비: 49억원
– 연간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1조 7,721억원

–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예상규모: 약 1조 8,000억
원

• 흡연으로 인하여 1일 평균 약 164억원의 사회경
제적 비용 발생
– 1일 평균 생산성 손실: 105억원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현 주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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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담배가격의 현 주소(II)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순위: 
WHO 국가 중 78위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현 주소(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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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통합지표

주요 금연정책주요 금연정책

가격정책

§ 담배가격증가

비가격정책

§ 금연장소규제

§ 광고, 후원규제

§ 담뱃값 경고문구

§ 캠페인, 정보제공

§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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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Control ScaleTobacco Control Scale

• Prices

• Smoking area 
Restrictions/bans

• Tobacco Control Funding

• Ad ban

• Smoking Cessation 
Support/Treatment

• Labeling

유럽의 금연정책

§ 영국, 아일랜드, 노르
웨이, 터키 등의 순

유럽의 금연정책 통합지표유럽의 금연정책 통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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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표 개발을 위한 단계통합지표 개발을 위한 단계

• Step 1. Developing a theoretical 
framework

• Step 2. Selecting variables

• Step 3. Imputation of missing data

• Step 4. Multivariate analysis

• Step 5. Normalization of data

• Step 6. Weighting and aggregation

• Step 7. Uncertainty and sensitivity

• Step 8. Back to the details

출처: OECD,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2008 

자료원자료원

•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1:

Republic of Korea 2008 Italy 2009
Australia 2007 Japan 2009

Austria 2004 Luxembourg 2009
Belgium 2008 Mexico 2009

Canada 2009 Netherlands 2009

Chile 2009—2010 New Zealand 2007

Czech Republic 2009 Norway 2009
Denmark 2010 Poland 2009

Estonia 2008 Portugal 2005—2006
Finland 2009 Slovakia 2003
France 2005 Slovenia 2007

Germany 2009 Spain 2009
Greece 2002 Sweden 2010

Hungary 2003 Switzerland 2009
Iceland 2008 Turkey 2009

Ireland 2007 UK 2008
Israel 2009 US 2009



2012-09-19

10

금연정책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포함 변수금연정책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포함 변수

주요 변수
Joossens & Raw

(2006)*
본 연구

담배가격
-국가별 소득수준 을 고려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담배가격
-Marlboro담배가격

-다판매 담배가격(US $ PPP )
- 최저담배가격(US $ PPP )

금연장소규제
-작업장
-카페 및 레스토랑
-대중교통 및 기타 공공장소

-작업장
-주점/ 레스토랑
-대중교통 및 기타 공공장소

캠페인 지출 - 캠페인 공공지출 -

광고규제
-공중파 규제
-간접광고규제
-후원규제

-공중파 규제
-간접광고규제
-후원규제

담뱃값 경고문구
-경고라벨의 크기
-그림 경고

-

치료지원
-GP를 통한 금연 지원
-Quitline 카운셀러
-의약품/치료 급여

-

* : Joossens & Raw, The Tobacco Control Scale: a new scale to measure country 
activity, Tobacco Control 2006

금연정책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금연정책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Joossens & Raw
(2006)*

본 연구

담배가격 30 30

금연장소규제 22 22

캠페인 지출 15 -

광고규제 13 13

담뱃값 경고문구 10 -

치료지원 10 -

계 100 piont 80 piont

* : Joossens & Raw, The Tobacco Control Scale: a new scale to measure country 
activity, Tobacco Contro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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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지표 비교담배가격 지표 비교

• <산출방식>

• 다판매 담배가격(max=20 point)

• 가장 싼 담배가격(max=10 point)

• PPP(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
지수)로 보정

• <결과>

• OECD 34개국 중에 1위는 아일랜드, 2위는 영
국, 3위는 노르웨이

•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34위

Ø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칠레, 멕시코보다
낮은 순위임.

담배가격 지표 순위(max=30)

순위 국가 가격지표

1 Ireland 27.64 

2 UK 25.37 

3 Norway 22.65 

4 Australia 20.61 

5 New Zealand 19.93 

6 Iceland 19.53 

7 France 17.90 

8 Netherlands 16.10 

9 Germany 15.99 

10 Belgium 15.17 

11 Sweden 14.92 

12 Portugal 14.51 

13 Israel 14.43 

14 Canada 14.27 

15 Austria 13.34 

16 Finland 13.14 

17 Italy 12.63 

순위 국가 가격지표

18 Czech 12.63 

19 Slovakia 12.54 

20 US 12.49 

21 Poland 12.11 

22 Hungary 11.96 

23 Denmark 11.80 

24 Greece 11.61 

25 Slovenia 11.41 

26 Spain 11.41 

27 Turkey 11.38 

28 Switzerland 11.31 

29 Luxembourg 10.62 

30 Estonia 10.26 

31 Chile 10.02 

32 Mexico 9.63 

33 Japan 8.64 

34 Korea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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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규제 지표(max=22)공공장소 규제 지표(max=22)

• <산출방식>

• 8개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금연규제를 실시여부
–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학, 정부기관, 사무실, 레스토랑, 

주점, 대중교통시설(버스정류장, 기차역)

• 주점에서 금연규제를 할 경우 2배의 가중치 부여

• OECD 국가 중 멕시코, 그리스, 벨기에, 이탈리
아, 프랑스 제외

• <결과>

•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터키, 스페인이 상위
순서를 차지함.

• 우리나라는 OECD 29개 국가 중 15위를 차지함.

공공장소 규제 지표 순위(max=22)공공장소 규제 지표 순위(max=22)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Ireland 15 Austria

1 UK 15 Germany

1 New Zealand 18 Estonia

1 Spain 18 Poland

1 Turkey 18 US

6 Slovakia 18 Finland

7 Norway 18 Canada

8 Czech 18 Israel

9 Chile 24 Japan

9 Luxembourg 24 Switzerland

9 Slovenia 24 Denmark

9 Portugal 24 Hungary

9 Netherlands 24 Sweden

9 Iceland 24 Australia

15 Korea 24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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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 지표광고규제 지표

• <산출방식>

• 광고매체 유형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
(max=13)
– TV, 라디오 = 3 point

– 신문 = 2 point, 옥외광고물, = 2 point

– 담배브랜드 인쇄 상품 =2 point

– 판매포인트 =1 point, 인터넷 =1 point, 판촉할인 =1 point, 후
원=1 point

• <결과>

•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가 상위 순서를 차
지함.

• 우리나라는 OECD 29개 국가 중 28위를 차지함.
• 프랑스, 룩셈부르크, 일본, 이스라엘 제외

광고규제 지표 순위 (max=13)광고규제 지표 순위 (max=13)

순위 국가 광고지표 순위 국가 광고지표

1 Finland 13.0 16 Hungary 8.8 

1 Iceland 13.0 16 Slovenia 8.8 

1 Spain 13.0 20 Czech 8.0 

1 New Zealand 13.0 20 Turkey 8.0 

5 Italy 12.0 20 Austria 8.0 

5 Australia 12.0 20 Greece 8.0 

5 Chile 12.0 22 Mexico 7.2 

5 Norway 12.0 24 Poland 7.0 

5 UK 12.0 24 Slovakia 7.0 

10 Denmark 11.0 25 Netherlands 6.3 

11 Portugal 10.4 26 Germany 4.2 

12 Belgium 10.0 27 US 4.0 

12 Sweden 10.0 28 Korea 3.6 

12 Canada 10.0 29 Switzerland 2.4 

12 Irelan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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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통합지표금연정책 통합지표

<결과>

• OECD 국가 중에 금연정책 통합지표 1순위는 아
일랜드였으며, 그 다음은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
이 순이었음.

• 우리나라는 본 분석에 포함된 OECD 25개 국가
중 24위를 차지함.
ü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담배가격지표는 최하위

인 34위였으며, 공공장소 규제지표는 OECD 29개국
가 중 15위, 광고규제는 OECD 29개국 중 28위였음.

금연정책 통합지표금연정책 통합지표
순위 국가명 가격 순위 공공장소 규제 순위 광고규제 순위 통합지표

1 Ireland 1 5 15 62.00 
2 UK 2 4 9 61.54 

3 New Zealand 5 3 4 56.63 

4 Norway 3 7 8 48.58 
5 Spain 26 2 3 47.38 
6 Turkey 27 1 21 42.35 
7 Iceland 6 14 2 40.20 

8 Slovakia 19 6 23 34.61 

9 Australia 4 29 6 34.37 
10 Portugal 12 12 11 32.15 

11 Netherlands 8 13 25 29.77 

12 Czech 18 8 20 29.71 
13 Finland 16 21 1 29.26 
14 Chile 31 9 7 28.88 
15 Canada 14 22 14 27.49 
16 Slovenia 25 11 17 27.18 
17 Austria 15 16 18 26.48 
18 Sweden 11 28 13 26.19 
19 Germany 9 17 26 25.56 
20 Denmark 23 26 10 23.81 
21 Poland 21 19 24 22.14 

22 Hungary 22 27 16 21.78 

23 US 20 20 27 19.56 

24 Korea 34 15 28 16.96 

25 Switzerland 28 25 29 14.68 

— Luxembourg 29 10 — 17.53 

— Estonia 30 18 — 13.14 
— Israel 13 23 — 17.66 
— Japan 33 24 — 9.38 
— Greece 24 — 19 20.60 
— France 7 — — 19.43 
— Belgium 10 — 12 26.47 
— Italy 17 — 5 25.71 
— Mexico 32 — 22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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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표 산출의 장단점통합지표 산출의 장단점

<장점>

• 다양한 개별변수를 설명하기 보다는 복합적 요소
를 고려하여 단일지표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관
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단점>

• 포함변수 선정, missing data의 대체, 변수별
가중치 등 측정단계에서의 견고성(robustness)
이 중요함.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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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부과를 통한 효과담배세 부과를 통한 효과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aising the Excise Tax on cigarettes: Effects on Health and the Federal Budget, 
2012

가격정책의 효과성: 담배의 가격탄력성가격정책의 효과성: 담배의 가격탄력성

문헌 가격 탄력성

World Bank(1999)
선진국 = -0.4

개발도상국= -0.8

National Cancer Institute
(1993)

미국= -0.3 ～ -0.5

Townsend et al.(1994)
영국 = -0.47(남자)

= -0.61(여자)

Chaloupka and Warner
(2000)

평균= -0.5 ~ -0.3

Gallet and List(2003) 500개문헌의 메타분석결과= -0.40 ~ -0.44

정영호 외(2011)

-0.365 (담배가격을 10%인상하였을 경우에 담
배 소비량은 3.6% 감소)

(*담배가격과 주류소비의 관계는 -1.12: 담배가격을 증가시키
면 주류소비도 함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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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Strategy for Tobacco Control
권고안
European Strategy for Tobacco Control
권고안

자료원: WHO,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DATA File, 2011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물가상승률
과 소득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담배가격
을 유지

2008년 이후
담배세 증가 국가

2008년 이후 (~2010년)
담배세 증가시키지 않은 국가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
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멕시코, 뉴질랜
드, 노르웨이, 폴란드,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

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독일*
스웨덴
일본*

•일본: 2010년에 담배가격 인상
독일: 2015년까지 해마다 담배세 8%인상

담배물가지수와 총 물가지수담배물가지수와 총 물가지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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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담배물가지수

총물가지수

출처: 정영호 (2010)

차이
심화

상대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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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방향금연정책 방향

<가격정책>

• 적극적인 담배가격인상
–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가격체계 수립

<비가격정책>

• 금연구역의 확대

• 간접 광고 및 스폰서 제한

• 금연관련 정보 및 캠페인 확대

<투명한 거버넌스 확보>
• 담배와 같은 중독성 제품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개

념 적용

•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배제



발표자료4

FCTC 14조 이행현황과 실효성

임민경 국가암정보센터장(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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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 14FCTC 14조조 이행현황과이행현황과 실효성실효성
- 금연지원서비스 현황 및 과제 -

국립암센터 임 민 경

담배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금연세미나

WHOWHO의의 담배규제기본협약담배규제기본협약(FCTC)(FCTC)

•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의 국제조약

-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가격 및

비가격 정책 포함

- 제53차 보건총회에서 채택(’03.5.21) 후, 발효(’03.5.21)

- 우리나라는 ’03. 7월 협약에 서명, ’05년 5. 비준함으로써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이행의무 부여

• FCTC 14조

-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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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WERMPOWER
(FCTC 이행을 위한 수행전략)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Offer to help quit tobacco use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Raise taxes on tobacco

목표 : 흡연자를 흡연 중독에서구제

NRT, 약물 활용

방법 : 정신 행동학적 치료 : 행태 교정 포함

개인의 생활 교정, 사회 규범 및 가치 재조명

결과 : 흡연관련 위험 감소

금연 1년 안에 심장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

금연 5-15년 안에 뇌출혈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 감소

금연 후 10년 넘으면 암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

금연지원금연지원 프로그램프로그램 목표목표 및및 효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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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세계적 금연지원서비스금연지원서비스 제공제공 현황현황

국내외 주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요약

• 금연지원서비스 종류

-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Quitline), 웹기반의 금연지원서비스

• 세계적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미국 : 워싱턴 DC 포함 모든 주에서 Quitline 운영

ü North American Quitline Consortium(NAQC) : 북미 연합

– European Network of Quitlines(ENQ) 

ü 영국,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약 30여 개국

– 호주, 뉴질랜드 : 전국단위 Quitline 운영 (전화, 웹)

– 대만, 한국, 태국, 홍콩, 마카오 등 전국단위 Quitline 운영

– 영국, 홍콩, 마카오, 한국 등 : 보건소 및 병원 금연클리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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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내 금연지원서비스금연지원서비스 제공현황제공현황

온라인서비스(금연길라잡이)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2005년 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금연 상담과 무료 NRT 제공

지역 주민의 접근성 담보 및 금연상담전화와의 연계

금연상담전화 (TEL No: 1544-9030)

2006년 4월부터 전화, 웹사이트, 이메일, SMS 통한 서비스 제공

14명 상담사, 1명 코디네이터, 1명의 정보전산 지원 인력

박사급 전문가단의 컨텐츠 및 운영 지원

흡연의 위해 및 금연관련 정보 제공

흡연자 중 프로그램 등록자에 대한 1년간의 금연 상담 제공

웹기반의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

2006년 4월부터 전화, 웹사이트, 이메일, SMS 통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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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Male 163,962(92.7) 194,881(91.7) 247,252(89.4) 290,719(89.0) 317,938(89.7) 327,689(89.3) 289,416(88.9)

Female 12,957(7.3) 17,566(8.3) 29,175(10.6) 36,018(11.0) 36,616(10.3) 39,322(10.7) 35,994(11.1)

Insured 167,504(95.3) 195,716(93.7) 249,277(91.6) 302,110(93.5) 330,716(94.3) 343,360(93.6) 307,836(94.6)

Medicaid 8,283(4.7) 13,118(6.3) 22,722(8.4) 20,968(6.5) 19,901(5.7) 19,714(5.4) 13,955(4.3)

Average No. of 
coaching per 

person
5.7 6.8 8.3 8.6 8.6 - -

Behavioral 
intervention 

only
16,864(9.5) 37,787(17.8) 51,820(18.7) 90,732(27.8) 106,501(30.0) 119,497(32.6) 108,129(33.2)

NRT 160,055(90.5) 174,660(82.2) 224,607(81.3) 236,005(72.2) 248,053(70.0) 247,514(67.4) 217,281(66.8)

4weeks quit 
rate 132,560(74.3) 153,935(75.9) 221,015(79.7) 253,653(78.7) 277,869(78.5) 289,397(81.2) 267,899(83.4)

6months quit 
rate 42,832(36.2) 67,438(41.6) 120,807(46.0) 133,478(46.5) 155,214(44.0) 157,300(49.2) 171,051(54.6)

금연상담전화 이용 현황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verage 

number of 

Inbound calls 

per month

2,069 1,015 1,168 3,111 3,584 2,472

Average 

number of 

outbound calls 

per month

6,113 5,995 6,428 8,518 9,212 9,797

30days quit 

rate
26.8% 38.5% 58.9% 54.0% 53.0% 56.4%

1year quit rate - 15.5% 24.0% 25.2% 26.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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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Quit attempt 

(male adults)
18,011 32,303 41,882 51,853 57,965 65,038 78,187 97,280 107,566 108,870

Maintain 

(male adults)
7,659 14,752 19,762 24,873 27,183 29,073 29,823 31,559 31,750 31,828

Quit attempt 

(adolescents)
- 329 761 1,103 1,244 1,443 2,004 2,921 3,404 3,572

Maintain 

(adolescents)
- 193 485 602 628 661 692 765 773 782

Quit attempt 

(female adults)
- - - - - 481 4,258 7,934 10,699 17,744

Maintain 

(female adults)
- - - - - - 12 201 207 208

웹기반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WHO 
Report 
on 
tobacco 
epidemic 
2009
(W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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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사업 성과 평가 체계 마련

- 사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정책 반영

- 이용 요구도, 서비스 충족도 및 만족도, 현실 적용성 등 고려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마련

- 구체적인 운영 및 상담 지침의 개발 및 제공

-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금연상담사 교육

-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 컨텐츠 마련과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체계 마련

금연지원서비스금연지원서비스 향후향후 과제과제

금연상담전화 인지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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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이용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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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요소별 중요도 대비 만족도 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Variables Number

Number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253

Number of counsellors (full time equivalent) 544

Number of service users who set a quit date 354 554

Proportion of NRT users 70.0%

Mean duration of NRT use 2 weeks

4-week quit rate (number of success) 78% (276 552 smokers)

6-month quit rate (number of success) 40% (141 821 smokers)

1-year quit rate (number of success) 28.1% (99 630 smokers)

8-year quit rate (number of success) 12.9% (45 830 smokers)

Total life-years saved 164 987 life-years

Service performance and expected effectivenes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2009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비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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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st (thousand US$)

Total service cost 21 127 (100%)

Cost of counsellors 8994 (43%)

Cost of medication                                                      (26%)

NRT 4387

Others 1122

Cost of promotion and education 3573 (17%)

Overhead and operating costs 3051 (14%)

Cost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2009

• 2009년 한 해 동안 약 35만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 총 253억원 소요
• 총 16만 생존연수 연장(life-years saved)
• 1년 생존연장 당 소요되는 비용은 153천원

(worst-case scenario, 276천원)
– GDP per capita의 0.46% 수준
– 매우 비용-효과적인 사업

WHO suggested that interventions with a cost-effectiveness ratio under 
the GDP per capita would be ‘highly cost-effective’
WHO suggested that interventions with a cost-effectiveness ratio under 
the GDP per capita would be ‘highly cost-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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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원 모델 개발

- 서비스 소외 계층(청소년, 여성, 사회 저소득 계층 등)을 고려한

별도의 적합한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필요

-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흡연자 금연지원,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 금연지원서비스간의 연계 및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유도

-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웹서비스간 내담자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및 지속 서비스 강화

- 병의원의 흡연자 서비스 연계, 약물요법 지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의 지원 체계 강화

- 금연캠페인과의 체계적 연계 및 상호 피드백 시스템 마련

Experimentation (discontinuation)

Intention to try

Initial trial (discontinuation)

Frequency of use (daily versus non daily)
Type of products used
Intensity of used (units/day)
Topography (for smoked products)
Purchased pattern

Intentionality (planned, spontaneous)
Dose management (abrupt discontinuance, gradual reduction)
Methods (assisted, unassisted) 
Maintenance of abstinence versus relapse (factors associated)

Natural History of Tobacc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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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상담프로토콜

<기본 상담 프로그램 >

등록 -1 1 3 7 14 21 30 일
2개월차
매주 1회

3-6개월차
2주 1회

3개월마다
1회

• 등록유형
• 기업체연계
• 금연캠페인
• 인바운드
• 온라인 홈페이지

30일 성공률

재흡연 시 재시도 가능

1년

30일 금연상담프로그램 금연유지확인 및 재흡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안내

1년 금연성공률1년 이후 3개월에 한번씩 24개월까지
금연유지 격려 및 확인상담 진행

§ 인구사회학적 기본정보
§ 흡연관련 특성 파악
§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관련 특성 파악

남성 여성대상자

30일 집중 프로그램

유지 프로그램

등록/금연전날 금연 의지 및 준비에 대한 확인과 안내금연 의지 및 준비에 대한 확인과 안내

금연1일/3일 흡연 욕구 조절/ 금단 증상 파악흡연 욕구 조절/ 금단 증상 파악

금연7일 스트레스 관리스트레스 관리 정서 변화 파악정서 변화 파악

금연14일/21일 금연이유 재확인/금연의장점및 흡연의위해금연이유 재확인/금연의장점및 흡연의위해

금연30일 평생금연의중요성평생금연의중요성 여성금연의중요성여성금연의중요성

금연2개월(1회/주)

금연3개월(2회/주)

금연4개월(2회/주)

금연5개월(2회/주)

금연6개월(2회/주)

7개월 부터1년( 1
회/3달)

재흡연방지/ 금연이유재확인/즐거운일찾기/식이관리재흡연방지/ 금연이유재확인/즐거운일찾기/식이관리

체중관리/재흡연 예방을위한스트레스관리체중관리/재흡연 예방을위한스트레스관리

운동/음주관리운동/음주관리

금연이득생각하기/체중관리금연이득생각하기/체중관리

흡연친구에게금연권유/자기보상흡연친구에게금연권유/자기보상

일상생활변화인지/1년금연성공축하일상생활변화인지/1년금연성공축하

1년이후금연유지

성인 금연프로그램성인 금연프로그램

청소년 사전 프로그램 지지자 프로그램

1주 (2회)

2주 (2회)

3주 (2회)

4주 (2회)

금연 동기 확인/내담자 유대 형성금연 동기 확인/내담자 유대 형성

흡연 행태/흡연에 대한 오해흡연 행태/흡연에 대한 오해

흡연의 위해/금연의 장점흡연의 위해/금연의 장점

금연 장애물/금연 결심 다지기금연 장애물/금연 결심 다지기

유대 형성/금연 인지 파악유대 형성/금연 인지 파악

금연 장애물/지지자 역할 확인금연 장애물/지지자 역할 확인

30일 금연 프로그램

등록/금연전날

금연1일/3일

금연7일/14일

금연 21일/30일

금연 의지 및 준비 확인금연 의지 및 준비 확인

흡연 요구 조절/금단 증상 파악흡연 요구 조절/금단 증상 파악

흡연 유혹 거절/금연 이유 재확인흡연 유혹 거절/금연 이유 재확인

스트레스 관리/1달 금연성공축하스트레스 관리/1달 금연성공축하

금연 지지금연 지지

유지 프로그램

2-3개월 (주1회)

4- 6개월 (8회)

7-12개월(2회)

자아효능감 강화/금연 이유 재확
인

자아효능감 강화/금연 이유 재확
인

체중 및 음주/금연 권유/자기 보
상

체중 및 음주/금연 권유/자기 보
상

학교생활 변화/ 1년 금연성공 축
하

학교생활 변화/ 1년 금연성공 축
하

금연 지지금연 지지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청소년 금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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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효과에 따른 금연상담전화 이용 변화
(2008~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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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금연상담전화 직접 광고(’10 Dec)
평균 이용량 대비 329% 증가

TV 토크쇼에 전문가 출연 (’11. Jan)

TV 금연광고에 금연상담전화번호
노출 (’09. 12)

박중훈쇼에 금연
상담전화 소개
(’09. 1)

지속적 여성금연 홍보(’10. 5)

연도및월

금연상담전화 직접 광고의 효과
(2010. 12)

§ 평균 이용량 대비 : 553% ↑

Year/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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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up Call back Live call



2012-09-19

14

금연상담전화 번호표기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 필요

§2011년 12월8일부터 금연상담전화(1544-9030)가 담뱃갑에 표기 예정

§호주, 브라질 등의 경우 경고그림과 전화번호를 함께 삽입한 이후 금연상담전화

이용이 2~3배 수준으로 증가

§태국의 경우 경고그림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로 전화번호 삽입 시 금연상담전화

이용이 1.5배 수준으로 증가

§우리나라도 상담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간 연계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의 기능 확대 고려
- 기존의 금연지원서비스의 확대
- 타 금연사업의 지원 및 효과 평가 기능 수행
- 정책 지원 자료의 제공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경험과 기술의 국제적 공유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연지원서비스의 선두 주자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의 금연지원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식과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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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센터
(개별 서비스 지원 및 효

과 평가)

대중매체캠페인
TV, 라디오,신문,
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삽입

각종 금연관련단체의
금연서비스 인식고취
활동

포괄적 금연지원서비
스:
전향적 금연상담전화
지역 내 대면상담 지원
기타 부가서비스

전화, DM발송
교육홍보용
인쇄물 우편발송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자체 대민 서비스
지원

의사,약사 등 건강관련
전문가들의 추천
의사,약사 등 건강관련
전문가들의 추천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이관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이관

오프라인홍보
(대중교통과 실외 매체
등)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기구의 요청

민간단체연계 및 지원

사업장과
산업보건에서의 요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연계와 지원

민간연계 의료기관

온라인 금연서비스
금연정보, 상담 및 지원

정부 금연정책
(법적 제도적 규제)

효과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 Asia pacific Quitline Network (APQN)

• 2007년 워크샵 개최로 네트워크 구축 시작

– 대만에 이어 2011년 한국에서 개최

• 운영 목적

– 금연상담전화운영의 지식 및 경험 공유

– 상호 교류를 통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영역과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 금연지원서비스 미개설 국가에 대한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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