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간접흡연을 정의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

나, 보통간접흡연이란비흡연자가대기중에있

는담배연기를들이마시는것을의미한다. 간접

흡연의 원인이 되는 담배연기는 ETS(Environ-

mental Tobacco Smoke)로도표현되며, 흡연행위

로 인해 발생되는 연기를 의미하한다. ETS에는

흡연자비흡연자모두가노출되게된다. 세계보

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8조에

서는공공장소에서담배연기로부터모든사람을

보호하기위한정책을펴도록촉구하고있다.

담배연기는주류연(mainstream smoke)과부

류연(sidestream smoke)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류연은흡연자가들이마신후내뿜는연기이고,

부류연은타고있는담배끝에서나오는생담배

연기를 말한다. 간접흡연은 부류연이 85%, 주

류연이15%를차지한다. 부류연은독성화학물

질의농도가주류연보다높고담배연기입자가

더작아서폐의더깊은부분에영향을미칠수

있다. 실제로주류연과부류연을분석해보면모

든 연기 내 독성성분이 부류연에 2∼3배 정도

더많다고한다. 일산화탄소는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

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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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금연구역을확대하는것은금연구역정책에서가장우선되어야하는부분이다. 2011년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안에따라흡연

실설치와관리에관한기준을새롭게시행규칙으로지정할시기에와있다. 세계보건기구의담배규제협약(FCTC)에서는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및기타공공장소에서의담배연기노출을규제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협약에서는금연구역설치에대해

각국이입법적조치외에효과적인집행과행정조치를시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간접흡연방지및깨끗한공기환경을유지한다는

관점에서볼때환경담배연기성분을전부처리할수있는공기청정기의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는데기기설비만으로는담배연기성

분을전부처리할수없기때문에결과적으로실내장소를조속히전면금연구역으로지정해야한다. 모든실내장소를전면금연구역화

하려면, 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국민과정책입안자, 소비자와관리자의의사소통이필요하며, 금연

하는것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를통해사회적규범화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배나 더 많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69%가담배연기로인해안구자극증상을나타

내고, 29%가코증상, 32%가두통, 25%가기침

을일으킨다1). 

FCTC에서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

내공공장소및적절한경우기타공공장소에서

의담배연기노출을규제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협약에서는금연구역설치에대해각국이입

법적조치외에효과적인집행과행정조치를시

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공공장소와작업장에

서의담배규제는담배소비를 4~10% 감소시키

는효과를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2) 미국정부

에서도공공장소등에서흡연을제한하는것으

로인해담배소비감소를가져올뿐만아니라직

장인및일반인의금연율을높이는효과를가져

오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3)

담배연기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은 금

연구역정책으로 설명되며 그 요구도가 높아지

고 있다.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규정을 담

고 있고, 시행규칙개정을 앞두고 있다. 효과적

인 금연구역정책을 위해서는 근거중심의 효율

적인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해야하는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과 선진국의 모범사례

를고찰하여정책개선에반영할필요가있다.

2. 우리나라의금연구역정책현황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으로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

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등일부시설에금

연구역을설치토록하였다. 2010년까지국민건

강증진목표의하나인흡연감소목표중에는간

접흡연감소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고,

2020년까지는 금연환경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하고있다. 여기에는개인의간접흡연노출율

감소, 금연구역확대등이포함되어있다.4) 간접

흡연에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

간접흡연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을주요전략으로삼고있다.5)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법개정

은 2003년에 있었고, 게임방ㆍPC방, 대형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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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Final Report, September, 1997.

2) 신윤정·서미경·최은진·정광용(200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기금사업지

원단.

3) CDC, Preemptive State Smoke-Free Indoor Air Laws; United States, 1999~2004, MMWR Weekly, March 18,

2004, 54(10), pp.250~253.

4) 보건복지부(2005). 국가흡연예방및금연사업안내, p.20.

5)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인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영국 및 미국) 자기보고에 의한 실내 간접흡연 노

출시간수 등이 대표적임. 이 외에도 자기보고와 혈액, 소변검사 같은 체액에 존재하는 니코틴, 코티닌측정을 포함하는 biomarker

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들도 객관적인 지표로 연구되고 있음(자료: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Septem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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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건강증진법의금연구역지정현황

공공시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

관련

11. 목욕장

12. 게임방, 

PC방

13. 대형음식점

14. 만화방

15. 정부및

지방청사

16. 보육시설

기타

공중이용시설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

복합용도의건축물

공연법에의한객석수300석이상의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으로서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하여개설등록된대규모점포와

동법에의한상점가중지하도가있는상점가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교사(校舍)와운동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체육시설

의료법제3조규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및

16인승이상의교통수단으로서여객또는

화물을유상으로운송하는것

자동차관리법에따른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목욕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

게임제공업소및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상식품접객업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넓이이상의시설

청소년보호법에의한만화대여업소

국회의청사, 정부및지방자지단체의청사, 법원청사, 

공공기관의청사, 지방공기업의청사

영유아보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

절대금연구역

초중등학교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육시설

당해시설전체

(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

(금연구역)

사무실·회의장·강당및

로비, 실내작업장

객석, 관람객대기실및사무실

강의실, 학생대기실및휴게실

지하상가중상품판매에

제공되는매장및통로

현관및로비

대학의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및회의장

관람석및통로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및사무실

ㆍ공항·여객선 터미널·역

사 등의 승객대기실 및 승

강장

ㆍ국내선항공기

ㆍ선실

ㆍ철도의차량내부및통로

ㆍ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차량

ㆍ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탈의실, 목욕탕내부

영업장내부중½이상의구역

영업장내부중½이상의구역

영업장내부중½이상의구역

사무실및민원인대기실

위의시설에설치된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이용하는구역

주: 2011년 6월 개정공포이후 금연구역 지정대상시설을 시행규칙으로 확대지정하고,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18개월
후, 단 PC방 24개월후).



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 보건소및보건

지소등이추가되었다. 2006년에는공장, 지지

체청사, 소규모실내작업장까지금연구역이확

대되었다. 사무실이 있는 대형건물의 경우

1998년 대형건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사

무용건축물 및 2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을 2006년에는 건물의 범위를 연면적 1천제곱

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 공장및복합용도의

건축물로확대하였다.

금연구역확대를위한법개정의과정에서가

장큰전환점이된것은 2010년국회에서승인

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서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있는권한을부여한내용이다. 이에따라서

울특별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금연구역확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지

자체에서확대하고있는금연구역은주로길거

리, 정류장 등 실외장소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있다. 

2011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6월 공포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안에서는 실내의 절대금

연구역을 확대했다. 이전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더욱강화시켜법률에서규정하면서모든

공중이용시설과어린이·청소년에게간접흡연

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표 1). 다만, 흡연권이침해될수있

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설치를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비흡

연자들에게피해를주지않고흡연할수있도록

조치하였다. 금연구역 확대범위는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을 포함

되었고, 공중이용시설중고속도로휴게소, 사적

지, 당구장등이추가로금연구역으로지정되었

다.6) 시행규칙으로 추가 확대대상은 소규모 음

식점이해당된다. 금연구역확대개정법안은공

포후18개월후시행하며, PC방은24개월이후

시행한다. 남은기간동안근거기반의정책확립

이시급하다.

실내금연구역을확대하는것은금연구역정

책에서가장우선되어야하는부분이다. 실내금

연구역을지정할때일부장소에서는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건

강증진법시행규칙에서지정하고있는“흡연구

역”에 대한 사항은 흡연구역의 표시에 대한 규

정과흡연구역의설치기준에대한것을간략하

게 담고 있어 흡연구역의 공기질 기준 등이 전

무하였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안에

따라흡연실설치와관리에관한기준을새롭게

시행규칙으로지정할시기에와있다. 일반적으

로실내의공기질관리와관련된규정은다중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찾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다중이용시설의특성에따라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쾌적한공기질을유지하기위하여환경

부령이정하는권고기준에맞게시설을관리하

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을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

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ㆍ설치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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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6.7 개정완료,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2년 금연정책추진방향, 한국건강증진재단보건소금연클리닉금연상담사교육자료.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

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

나환경부령이정하는자로하여금측정하도록

하고그결과를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실내공

기질관리를위한환기설비는평상시와비상시

에 효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공기

가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충

분히외부공기를유입하고내부공기를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되, 고장ㆍ정비시에도

환기가가능하도록설치하여야하는것으로규

정하고 있다.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의 공기질

관리 기준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에준하여관리하는것은일반적으로수용할

만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니코틴이나타르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CO,

CO2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현행 공기질관리법

의 기준에 의거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다중이용시설에서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담배연기의 독성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를 포함

시켜야할것으로권고되고있다.

3. FCTC의금연구역정책
가이드라인과이행동향

2005년부터 발효된 세계보건기구의 FCTC

제8조의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에서는담배연

기가발암물질임을재확인하고담배연기7) 노출

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할기본원칙을다음

과같이제시하였다. 

가. 모든장소에서100% 담배연기없는환경

을만들어야한다.

나. 실내작업장과실내공공장소는금연구역

이어야한다.

다. 담배연기규제를위한금연구역법제도가

강화되어야한다.

라. 담배연기규제를위해정책계획과가용한

자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마. 금연구역법제화과정에는시민단체의참

여가반드시필요하다.

바. 금연구역법제도의영향을감독하고평가

하며, 담배회사의방해에대응해야한다.

사. 금연구역 법제도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

거와사례연구들이활용되어야한다.

금연구역이적용되어야하는장소는모든장

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모든 작업장,

감옥, 정신질환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

중교통수단은택시를포함한모든상업적교통

수단을의미한다.

2010년 제4차 당사국총회 보고서에 제출된

FCTC 사무국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04개 당

사국의 간접흡연관련 정책응답에서 실내작업

장의 금연은 87개국(84%)은 예라고 응답했고,

9개국(9%)는 아니라고 답했다. 의료기관의 완

전금연은 68%, 정부기관건물의 완전금연은

52%, 대중교통시설의 금연(완전 또는 부분)은

83%등이었다. 민간사업장에서의무적인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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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CTC에서는 담배연기라는의미에간접흡연과 ETS를 모두 포함함. 단, 수동흡연이나비자발적노출등의용어는사용하지않도록

권고하고있음. 자발적노출을지지하는담배회사의주장에대응하기위해서임.



금연실시는 27%정도로 낮았다. 음식점에서의

금연정책은 약30%정도의 국가들이 완전금연

을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 FCTC 이행

국가들의 5년이행보고서에 나타난 응답현황을

보면 많은 선진국에서 음식점, 바,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알수있다(표2).

4. 선진국금연정책의시사점

미국의 간접흡연관련 건강증진목표는 가정

에서 아동의 간접흡연감소,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노출감소, 직장의금연정책추진등이주요

골자이다. 여기에서는 사회환경적인 변화대책

중의하나로지방의강력한흡연규제법규에선

행하는덜강력한주정부법규들을정비하거나

76 _ 보건복지포럼 (2012. 3.)

8) WHO(2010). 제4차 당사국총회자료.

표 2. FCTC금연구역정책의이행동향

항목의구분

담배연기노출에대한자료의가용성

정부기관빌딩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의료기관시설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교육기관시설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기타사설업무시설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업무에사용되는차량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기타실내업무시설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대중교통수단에서담배연기에대한노출보호

비행기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기차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기타지상대중교통수단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택시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기타대중교통수단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공공장소에서담배연기에대한노출보호

문화시설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술집과바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나이트클럽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식당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기타실내공공장소에서금연구역정책의포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덴마크 스웨덴
노르

웨이

자료: FCTC 이행보고서 database; 5년 이행보고서, 2010년 기준. http://www.who.int/fctc/reporting/implement_database/
en/index.html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지방의 흡연

규제법이주정부의법보다강력한경우지역의

법규가 먼저 적용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간

접흡연의 노출안전기준(safe level)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출되는즉시신체반응이나타나는것

으로 보고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질병관

리본부에서는실내의모든장소를전면금연구

역화하는것을권장하고있다.9)

영국잉글랜드의경우모든실내장소를금연

구역화10)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연간보고

서를 발간하였고, 금연구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도출하기위해다각적이노력을기울였

다고 한다. 2006년 새 금연구역에 대한 법률안

이통과되어2007년 7월부터시행되었다. 정부

에서는그정책의시행효과를분석하시위한조

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간접흡연노출정

도의 감소, 흡연자의 금연시도 증가 등의 성과

를확인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직장에서의 담배연기

를관리하기위한금연구역과흡연구역의기준

에대한지침에서는흡연실의부유분진농도를

0.15㎎/㎥이하및일산화탄소농도를10ppm이

하로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

권고하고있다. 비흡연장소와흡연실의경계에

서는흡연실로향하는기류의풍속을0.2m/s 이

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지속적인 공기질

측정관리를권고한바있다.11)

흡연실은별도의독립된공간으로하여야한

다(단,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

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간을 흡연실로 이

용할수없음). 흡연실은끽연자들이담배를피

우기위해잠시머무는공간이므로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야 하며 화재발생 방지 관점에

서 흡연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할 필요

가있다.

실내에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하기위해시행되고있는, 비흡연자와흡연

자의 분리 또는 흡연자 격리,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시설설치등의방법은ETS를완전하게제

거하지못하므로완벽한간접흡연차단을의미

하지못한다.

흡연율이높고관련규정이미비한국가일수

록 ETS에 노출되는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음식점 등을 포함한 공공장소 금연조

치 시행 이후, 심근경색 발생의 즉각적인 감소

가나타나며, 비흡연자의간접흡연감소로인한

것으로분석되고있다. 간접흡연은흡연시작및

흡연지속의 행동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건

강보호라는점에서사회적인규제적규범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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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Involuntary Exposure to

Tobacco Smok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2006. http://www.surgeongeneral.gov/library/secondhandsmoke/factsheets/

factsheet6.html

10) 공중시설의 실내, 실내사업장, 사무실, 자동차 실내, 술집 등, 인용자료 : 이성규, 영국 잉글랜드지역의 금연구역법, 보건복지포럼,

2010, 3월.

11) 일본 후생노동성(2003). 직장내의흡연대책을위한지침.



근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내 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율이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에서 실내에서 간접흡연

경험율이직장59.4%, 가정38.6%로나타난바

있다. 이 통계치는 2000년 초반의 감접흡연경

험관련국내논문들에서나타난수준과비슷하

며, 이는간접흡연정책의성과가미미했다는것

을의미한다.

간접흡연감소의효과를보다높이면서그효

과를평가하기위한정책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환기를위하여실내에설치된공기청정

기는 환경담배연기(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의 입자상물질을 제거하는 데

는유효한기기이지만, 미세먼지를제거하는데

는미흡하므로사용시에는흡연장소의환기에

특히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간접흡연 방지의

관점에서 볼 때 실내에 설치된 흡연 장소의 공

기를실외로배출하는방법을추진하는것이가

장효과적이다.

둘째, 간접흡연 방지 및 깨끗한 공기 환경을

유지한다는관점에서볼때환경담배연기성분

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기설비만으로는 담배

연기 성분을 전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실내장소를 조속히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

셋째, 모든 실내 장소를 전면 금연구역화 하

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정책입안자, 소비

자와 관리자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금연하는

것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를통해사회적규범

화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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