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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WHO Region Proportion of all deaths attributable to tobacco (%) 

Men Women All adults 

African 5 1 3 

Americas 17 15 16 

Eastern 
Mediterranean 

12 2 7 

European 25 7 16 

South East Asian  14 5 10 

Western Pacific 14 11 13 

Global 16 7 12 

Korea 26 15 21 

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 2012 4 



사망률 불평등에서 주요 위험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30-44세 남자 45-54세 남자 55-64세 남자 

흡연 36.0% 42.3% 33.6% 

혈압 16.9% 11.1% 9.0% 

콜레스테롤 1.3% -0.7% -3.1% 

혈당 7.5% 6.4% 10.4% 

흡연+혈압 49.4% 42.3% 47.2% 

4가지 요인 48.3% 44.2% 47.2% 

강영호, 조홍준 등.  Heart 2008;94: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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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근거 기반 

 공중보건 조약 

• 2003년에 채택 

• 179 당사국(178개국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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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에 포함된 효과적인 금연정책 

• 담배 공급 감소 조치 
– 담배제품 불법 거래 규제 
–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및 판매 규제 
– 담배 경작자의 대체 활동 지원 

• 담배 수요 감소 조치 
– 가격 및 세금 
– 비가격 정책 

•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 
• 담배 제품 성분 규제 
• 담배 제품 정보 공개 
• 담배 제품 포장 및 품질 표시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훈련, 대중 인식 
•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규제 
• 담배 중독에 대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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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의 “Best Buy”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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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담배규제정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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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 국가 중 체코,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이 제외됨 

정영호, 2013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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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전략 효과 연구에 의한 지지 
정도 

여러 나라 시험 

세금 +++ +++ +++ 

판매제한 +++ +++ +++ 

공공장소 음주 금
지 

? + + 

구매연령제한 +++ +++ ++ 

판매시간제한 ++ ++ +++ 

판매장소제한 ++ +++ ++ 

음주단속 ++ +++ +++ 

무작위음주검사 +++ ++ ++ 

음주운전 단속기
준 낮추기 

+++ ++ ++ 

광고 제한 +/++ +++ ++ 

알코올 회사의 자
발적 규약 

0 ++ ++ 

교실 교육 0 +++ ++ 

대중매체 캠페인 0 +++ ++ 

Alcohol No Ordinary Commod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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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의 “Best Buy”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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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담배·술 규제 정책은 

•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가
격, 광고·판촉·후원 규제, 물리적 가용성
(술), 공공장소 실내금연(담배))이 취약 

• 건강위해물질 생산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보다는 파트너십을 중시 

•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인 학교 교육, 캠페
인 등을 중시 



기업 



Industrial Epidemic (기업 유행) 

• An epidemic caused not by a natural 
agent or force but by a commercial 
product. 

• This epidemic is driven at least in part by 
the producer corporations and their 
allies in the retail, advertising, and 
medical industries (Majnoni d’Intignan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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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매개체(vector)로서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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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Margaret Chan,  
Director General WHO 

  ‘It is not just Big Tobacco anymore. Public 
health must also contend with Big Food, 
Big Soda, and Big Alcohol. All of these 
industries fear regulation, and protect 
themselves by using the same tactics’ 

 

  



담배산업의 전략  

전략 목적 

정보 수집 상대와 사회적 추세를 모니터링 해서 미래의 도
전을 예상 

홍보 활동 (Public relations) 미디어를 이용해서 대중의견 조성 및 기업의 우
호적인 위치 만들기 

정치 헌금 정치인의 지지 획득 

로비 정치 과정에서의 영향력  

자문 담배규제에 비판적인, 독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전문가 모집 

연구비 (대학 포함) 제공 담배의 건강 효과에 대한 의문 만들기 

흡연권 그룹 자발적인 대중조직이라는 인상 만들기 

연대조직과 전위조직 만들기 농민, 소매업자, 광고회사, 요식업계, 세금반대 
그룹 등 활성화 

협박 담배규제를 지지하는 상대를 경제적, 법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 

WHO.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 with Tobacco Control 2008 25 



전략 목적 

후원 예술, 스포츠, 인도주의 문화계의 친구를 
사고 사회적 존경을 받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자발적 수단이 담배규제의 효과적인 수
단임을 홍보하고, 담배회사의 ‘변화’를 
알리며, 건강에 관심 있는 집단과 파트
너십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흡연예방 및 담배판매자 교육 소아 흡연 예방에 관심이 있고 흡연이 
성인의 선택으로 보이도록 

소송 법에 도전하거나 담배기업의 반대자를 
위협하기 위해  

밀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 마케팅과 
무역규제 훼손으로 이익 늘림 

국제조약과 다른 국제적 수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그리고 담배규제
법률의 합법성에 대한 도전을 위해 무역
협정을 이용 

공동생산과 면허협정 그리고 정부와의 
자발적 정책협정 

정부 독점과 공동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민영화하도록 압력 

선제공격 (pre-emption) 지자체의 입법권 제거해서 조례를 무효
화 26 



알코올 산업의 전략 

•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과대 선전하고 해
로움을 과소 평가: 절주의 허혈성질환 사망 감소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청소년, 성
적 소수자, 여성, 유색인종 

• 책임음주(Responsibility) 캠페인: 음주문제를 개
인의 책임으로 돌림.  

• 광고와 판촉: 인터넷, SNS 이용 

• 후원: 알코올의 피해가 가장 큰 대상을 상대로 
알코올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예방하기 위한 목
적. 

 
 

Alcohol Justice. http://alcoholjus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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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Intern Med. 2006;166(22):2437-2445.  

알코올 섭취와 총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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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간경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충돌사고 위험 

30 

Bloomberg, 2005 





공중보건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 연구결과를 오도 

– 식품 및 음료회사의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는 그렇지 않은 연구에 비해 기업에 유
리한 결과를 나타낼 확률이 4-8배 높음 

– 주류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연구조직: 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 

• 정책결정자와 의료전문가를 포섭 

– ICAP는 아프리카 4개국의 알코올 정책을 만들어줌. 

• 정책결정자와 공무원에 대한 로비 

– 미국 선거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정치 헌금 

– 미국의 Sugar Association: 미국의 기여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WHO를 
위협 

– 2011 NCD Summit에 식품 및 음료회사 관련자가 시민사회 대표로 고위급 회의
에 참가 

• 공중보건규제에 반대하도록 대중을 선동 

– 정부 역할 축소 주장 

• 다른 분야의 과제를 주장 

– 담배회사가 여성에 대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기여 

– 담배회사 및 주류회사는 밀주와 밀수에 대한 규제 강화 주장 

 



WTO, FTA, TPP 

• 1999년 EU는 위스키의 주세가 소주보다 높은 
것은 차별이라고 WTO에 제소-> 위스키의 주
세를 소주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함 

• 2013년 호주는 담뱃갑에 plain packaging 도
입  

 ->일부 국가는 호주를 WTO에 제소 

 ->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를 FTA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제소 -> 현재 진행 중 



호주의 ‘plain packaging’과  
한국 담뱃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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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공중보건은 인구집단(population)을 대상
으로 하는 접근방식 

 

  공중보건은 어디에? 

 



인구집단접근법 vs 고위험집단접근법 
Population strategy vs High-risk approach 



인구집단 평균값과 고위험집단 유
병률 간의 관련성 

Colhoun et al., BMJ 1997 



인구집단 분포와 질병위험의 관련
성 



고위험집단 접근법의 함정 



인구집단 접근법 vs 고위험집단 접
근법 

인구집단 접근법 
인구집단의 평균을 이동시키는 접근법 

고위험집단 접근법 
고위험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접근법 

각종 위험요인(BMI, Cholesterol, Blood pressure 등) 

인
구
집
단 
규
모
(%) 



Ebrahim S et al.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s for primary prevention of coronary heart diseas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1, Issue 1. Art. No.: CD001561. DOI: 10.1002/14651858.CD001561.pub3. 

상담과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심장질환의  
사망률과 유병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었다. 

 



공중보건에서 기업과의 관계 



담배산업 

• 담배산업을 공중보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5조 3항: 당사국은 담배

회사의 상업적 및 내재된 이해관계(vested 
interest)로부터 담배규제정책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조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담배회사를 정책결정
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말고 어떤 협약도 하지 말 
것을 권고 

– 또한 담배업계의 모든 CSR도 판촉이나 광고의 일
환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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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산업 

•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by 
WHO (2010): economic operators의 참여를 규정-> 알코올 
산업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허용  

• 일부에서 FCAC (Framework Convention on Alcohol Control) 
주장 

• Statement of Concern to the WHO Secretariat on Alcohol 
Producers’ Attempts to Implement the WHO Strategy by 
GAPA (Global Alcohol Policy Alliance) (2013) :  
– “economic operators”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더 강한 이해상충 금지 정책 실행 및 알코올 기업이나 이를 대변

하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금지 주장 
– 상업적 이해나 내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개발을 

위해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 
– 상업적 이해나 내재적 이해관계와 독립적인 연구기금의 설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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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공중보건에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인구
집단 접근의 중요성 강조 필요 

• 공중보건에서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및 효과적인 규제의 필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 필요 

• WTO, FTA, TPP 등의 공중보건에 대한 영
향 연구 필요 

 



http://legacy.library.ucsf.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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