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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자 
UN 역사상 최다 국가가 참여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을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비준하여,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

년은 전 세계 176개국이 참석하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ITC  한국보고서를 총회 
주최국으로서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인사말

지난 수 세기 동안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나, 안타깝게도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담배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간 5백만명 이상 

사망하고 60만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금연홍보 강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1998년 35%였던 성인흡연율을 2010년 27% 로 떨어뜨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 남성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자 UN 역사상 최다 국가가 참여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을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비준하여,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은 전 세계 176개국이 참석하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ITC  한국보고서를 총회 

주최국으로서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TC  한국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흡연자들이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넣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ITC 보고서에서도 담뱃갑 경고그림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ITC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는 매우 비용효과적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담배 성분 공개, 담배 회사 후원 금지 등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의 금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로 ITC  한국보고서 결과를 활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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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립암센터(NCC)의 사명은 암에 관한 연구, 환자 진료, 교육 및 

훈련, 국가암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흡연은 대한민국 모든 암 사망의 30%를 차지하므로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에 있어 담배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배규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다행스럽게도 과거 7년간 캐나다 워터루대학 

국제담배규제정책평가(ITC) 프로젝트팀과 협력하여 ITC 한국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ITC 프로젝트 방법들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담배규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엄격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에 의해 선구적인 방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ITC 한국 

조사는 2000여명 성인(19세 이상) 흡연자를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향적 장기추적 조사입니다. 흡연자에 대해 컴퓨터활용 전화조사 (CATI)를 이용하여, 2005년 1차, 

2008년 2차, 2010년 3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TC 한국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더 강력한 담배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계속해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10

년에는, 흡연자의 거의 3분의 1 (32%)이 직장에서 실내 흡연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내 

흡연 발생률은 술집 등 접객업소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2010년에는 3분의 2 이상 (흡연자의 

69%)이 식당에서의 실내 흡연을 경험했는데, 이는 10개 고소득 ITC 국가 중 가장 높으며, ITC 

프로젝트에서 거의 모든 중저소득 국가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및 태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고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만 낮은 수준입니다.

담뱃값 때문에 금연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005년 흡연자의 38%에서 2008년과 2010

년 흡연자의 27%로 크게 감소한 것과 더불어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 흡연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우리의 기존 지식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담배가격 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뱃갑에 작은 글씨로 씌여진 글귀로만 되어 있는 경고문은 효과가 낮다는 ITC 연구결과와 더불어 

흡연자들이 담뱃갑에 건강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싣기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배의 

해로움을 큰 면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으로 싣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과 니코틴 대체제(NRT)를 무료로 제공하고 

국립암센터 금연콜센터(Quitline)에서 금연상담전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ITC 한국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ITC 국가의 이런 서비스 이용률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흡연자의 동기부여를 증가시키면 

이용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건의료전문가는 금연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흡연자를 다른 

금연서비스에 연결시켜 금연 성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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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한국 조사 에서는 2010년 의사를 방문한 흡연자의 절반이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ITC 국가의 약 절반보다는 높지만, 

의사를 방문한 흡연자의 약 3분의 2가 금연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은 호주, 캐나다, 미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5년간 3차에 걸친 조사의 누적결과인 본 보고서는 다른 ITC 국가에 비해, 심지어 ITC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많은 중저소득 국가에 비해서도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 라벨, 담뱃세와 담배 가격에 

관한 정책면에서 현재 한국의 금연정책이 효과가 낮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ITC 한국 보고서는 FCTC 권고 사항을 따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담배에 의해서 

생기는 암과 다른 만성질환들로 인한 건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 원장 

이 진수,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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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세계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흡연은 한국의 주요 

사망원인입니다. 매년 55,000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흡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흡연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998년에서 2007년까지, 남성의 

흡연율은 66.3% 에서 45.0%로 극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흡연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남성 흡연율 이 48.3%이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는 훨씬 담배를 적게 피우지만, 

흡연율에 있어서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성 

흡연율은 1998년 6.5 % 에서 2007년 5.3% 로 떨어졌으나, 

2010년에는 6.3% 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흡연율이 크게 감소한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007년 이후 흡연률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둘 다 담배규제 정책이나 금연프로그램, 

그밖의 금연 관련 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995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실시로 담배규제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담배규제 법규는 대한민국의 포괄적인 담배규제에 대한 골격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모든 형태의 담배에 대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판의 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준화되고, 공공건물에 금연구역이 설정되었으며, 

담배에 대한 세금의 일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정부는 담배 1갑에 대한 평균 소매가격을 500원(약 29%)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05년, 한국은 전국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클리닉을 설립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보건 분야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FCTC는 모든 비준국(현재 176개국)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을 펴도록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방향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나라는 

흡연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FCTC가 비준된 지 수년 후, 우리나라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FCTC의 책무에 걸맞는 강력하고 빠른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종합적인 금연관련 법규의 정비, 실내 금연의 달성, 그림 또는 사진으로 된 담뱃갑 경고라벨의 

도입, 담배 포장 및 표시 제한, 담배 가격 및 담배세 인상 등에 있어 다른 회원국들에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흡연률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규제에 있어 보다 강력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FCTC 정책의 효과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의 다수는 국제금연정책 평가 프로젝트 즉, 

ITC 프로젝트에서 얻어졌는데, ITC 프로젝트는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금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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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우리는 ITC 프로젝트팀과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 ITC

연구에 참여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2005, 2008, 2010년 한국의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에 걸친 ITC 한국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담배규제 강화를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금연구역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갑 경고 라벨, 

포장 및 표시 제한은 FCTC 지침 8조와 11조에 맞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2004년 12월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담뱃세 인상이 없었습니다. ITC 한국 조사 자료는 2005

년과 2010년 사이에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담배가격이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흡연자 들은 담뱃값이 부담되어 금연할 이유가 줄어 들었으며, 이는 흡연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ITC 한국조사 결과는 과거 5-10년 동안 금연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리더십을 상실하고 금연에 있어서 추진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ITC 한국 

보고서 결과는 담배규제 정책들이 얼마나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풍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담배규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발표에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관련 질병의 질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담뱃값을 인상하고 FCTC 가이드라인을 전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ITC 한국 조사결과, 흡연자들은 담배규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흡연자 

7명 중 6명은 정부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하여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보다 근거에 입각한 담배규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워털루 대학과의 협력으로 ITC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이렇게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서 홍관,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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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흡연률을 감소시키고 

흡연관련 질병의 질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담뱃값을 

인상하고 FCTC 가이드라인을 

전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ITC 한국 조사 결과, 흡연자들은 

담배규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흡연자 7명 중 6명은 정부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하여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홍관, M.D., Ph.D.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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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작은 글씨로 씌여진 

글귀로만 되어 있는 경고문은 

효과가 낮다는 ITC 연구결과와 

더불어 흡연자들이 담뱃갑에 건강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싣기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배의 

해로움을 큰 면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으로 싣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 진수, M.D., Ph.D.

국립암센터 원장



ITC 정책평가 프로젝트 

Korea 2005-2010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ITC 프로젝트)는 20여 개국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에서 제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담배규제 핵심 정책의 

정신사회적 및 행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다국가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2005년 ITC 프로젝트는 워털루대학과 한국 국립암센터의 서홍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및 동료 연구자들과 

제휴하면서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두 조직은 서로 협력하여 ITC 한국 프로젝트를 창출해냈다. ITC 한국 1차 조사는 

2005년 12월 실시되었으며, 한국 국립암센터의 기금으로 가능했다. 2차 및 3차 조사는 각각 2008년 12월과 2010년 
12월에 실시되었는데, 연구비는 CIHR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와 OICR (Ontario Institute of Cancer 
Research)의 연구비 및 미국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한국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ITC 한국 조사팀 

ITC 한국 조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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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잔 – 서울대학교 부설 보건환경연구소

Dr. 손정식 – 인하국제의료센터

ITC 국제팀
Dr. Geoffrey T. Fong*, Dr. Mary E. Thompson, Dr. Christian Boudreau, Dr. Anne C. K. Quah, Pete Driezen –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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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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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ITC 프로젝트 조사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ITC 프로젝트)는 

흡연에 대한 최초의 국제 코호트 연구이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목적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국가 

수준의 핵심적인 금연정책의 정신사회적 및 행동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ITC 프로젝트는 세계 인구의 

50%, 세계 흡연자의 60%, 그리고 세계 담배 사용자의 

70%가 거주하는 20여 개국(뒤표지 참조)의 국제 

보건기구,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ITC 프로젝트는 장기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영역별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결정인자를 확인한다:

• 담뱃갑 경고 라벨 및 성분 표기

• 담배제품 가격 및 세금

• 담배 광고 및 판촉

• 금연 구역

• 금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모든 ITC 조사는 동일한 개념적 구조 및 방법과 조사 

질문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강력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해지기 위해 금연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동일하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150여 개 

질문을 포함하고, ITC 국가간 동일하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하도록 연구가 설계된다.  ITC 프로젝트의 목적은 

FCTC 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금연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금연 관련 법규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ITC 한국 조사

ITC 한국 조사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을 중심으로 한 ITC 

프로젝트 팀과의 협력으로 한국 국립암센터 연구팀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이다. ITC 한국 조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성인들의 흡연 습관 및 흡연과 관련된 의견 

조사.  

2) 한국에서 담배규제 정책의 영향을 조사. 

3)  한국과 다른 ITC 국가 간 흡연 행동과 정책의 

영향을 비교.

ITC 한국 조사는 성인 (19+) 흡연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전향적, 장기 연구이다. ITC 한국 1차 조사는 2005년 

12월, 1002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2008년 10 ~ 12월, 1818명의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 선정된 조사 대상자 

중 다시 접촉된 441명과 새로 모집된 1377명의 응답자가 

면접조사를 받았다. 3차조사는 2010년 10월 -12월, 1753
명의 응답자에게 실시하였다. 이중 1029명의 응답자는 2
차조사에서 모집된 대상자였고, 724명의 응답자는 새로 

보충되었다.

ITC 한국 1차 조사 (2005)는 광고, 판촉 및 후원 제한 (1995), 담뱃갑 경고문구  표준화 (1995), 
실질적인 가격 및 세금 인상 (2004), 몇 가지 주요 금연 캠페인 (1998 – 2005), 보건소 금연 

클리닉 설립 (2005) 등 주요 담배규제 정책의 실시 이후 이루어 졌다. 1차 조사 (2005) 완료 후, 
국립암센터에  금연콜센터 (national Quitline)가 설치되었다. 2차 조사 (2008) 실시 후, 담배 연기의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문고 표시가 실시되었고 (2009년 초) 지방 자치단체에 옥외 금연구역 지정 

권한이 주어졌다 (2010년 4월). 그림 1 (17페이지)은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실시 시기와 ITC 한국  

조사 시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ITC 한국 조사 결과는 한국에서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 정책의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FCTC를 따르는 정책을 실시할 때의  강점 및 약점을 알아낸다.

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



결과 요약

흡연 습관 및 흡연자 인식도

1.  한국의 흡연자 대다수 (2010년 96%)가 매일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라고 보고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
갑 이하를 피우며 (17개비) 사실상 모든 흡연자 (99% 이상)들이 공장에서 만든 궐련담배만 피운다.

2.  흡연자의 대다수가 (2010년 88%) 담배를 아예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한다. 흡연자의 거의 

절반 가량 (2010년 43%)이 흡연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80% 이상 (2005년 

86%, 2008년 88%, 2010년 83%)이 한국사회가 흡연을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3.  한국 흡연자의 대다수가 보다 강력한 담배규제 방안을 

지지한다. 7명 중 6명 이상이 정부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5년 86%, 2008년 87%, 
2010년 86%). 2010년 흡연자의 62%는 정부가 담배회사를 

고소하여 의료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흡연자 (2010년 39%)가 모든 담배제품의 완전금지에 

찬성한다.

4.  3차에 걸친 조사에서, 흡연자들이 현재 담배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서 가장 흔하게 보고한  것은 맛이었으며 (2005년 

67%, 2008년 70%, 2010년 69%), 그 다음으로는 타르와 

니코틴이었고 (2005년 48%, 2008년 58%, 2010년 52%) 

다음으로 건강에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담배를 선택했다. 

(2005년 34%,  2008년  24%,  2010년 21%).

5.  가격은 담배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영향력이 

가장 낮았다. (2008년 흡연자의 7%, 2010년 흡연자의 5%).

6.  2008년 흡연자의 10% 가 현재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 담배갑 디자인을 들었고, 그 비율이 2010
년에는 20%로 증가하여 담배갑 디자인은 브랜드 선택 시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7.  2010년, 흡연자의 거의 3분의 1 (29%)이 금연초를 시도해보았다고 보고했다. 금연초를 시도한 

흡연자의 3%는 매일 금연초를 피우며, 4%는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번 이상 금연초를 피우고,  
2%는 매주는 아니지만 1달에 한번 이상 금연초를 피운다. 금연초 흡연자의 대다수 (74%)는 금연 

목적으로 금연초를 사용하고, 절반 이상 (58%)이 흡연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며, 43%는 금연초가 

덜 해로울 것으로 믿기 때문에 금연초를 사용한다.

8.  한국에서 흡연자의 대다수 (2010년 80%)가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 본 

흡연자 중 16%만이 전자담배를 시도해보았다고 보고했으며, 시도해 본 사람 중 15%는 전자담배를 

매일 사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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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본 한국 흡연자 중 대략 4분의 3 정도 (2010년 76%)가 이들 제품이 보통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고 생각한다. 20%는 똑같이 해롭다고 생각한다.

10.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의 거의 3분의 2 (2010년 64%)는 금연 목적으로  사용한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 가량은 보통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가 덜 해로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2010년 49%),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47%), 일반 담배를 줄이기 위해 (47%)  사용한다. 

11. 전자담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공급원은 친구나 친척 (2010년 49%) 또는 인터넷 (24%)이다. 

금연

12.  각 조사에서 대략 흡연자의 80% 정도가  과거에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2005년 

81%, 2008년 83%, 2010년 78%) 앞으로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없는 흡연자의 비율은 2005년 

58%에서 2008년 62%, 2010년 64%로 5년 동안 점차 증가했다. 

13.  흡연자의 대다수는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흡연자의 4분의 1 이하 

(2005년 19%, 2008년 23%, 2010년 22%)만이 금연에 성공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 또는 “극히 

확신”했다. 

14.  자기 건강에 대한 우려와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하는 가장 흔한 이유였다. (2010년 흡연자의 82%와 73%) 친구와 가족의 비난과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은 것도 빈번하게 언급되는 금연의 이유였다 (2010년 각각 62%  

및 55%).

15.  2010년에는, 흡연자의 3분의 1 이하가 금연구역, 담뱃갑의 경고문구, 금연 광고 및 담배가격 등의 

담배규제 정책을 금연의 이유로 들었다. 흡연자의 30%는 직장에서의 흡연제한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제한을 금연의 이유로 언급했다. 27%는 담배 가격을 언급했고, 21%는 건강위험에 대한 

광고/정보를 언급했으며, 13%는 담뱃갑 경고문구를 

금연의 이유로 언급했다. 이런 수치는 ITC 프로젝트를 

실시한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이는 한국에서 흡연자들을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으로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금연 정책과 관련된 금연 동기는 

직장에서의 흡연제한이 2008년 26%에서 2010년 30%
로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005년과 2008
년에 비해 2010년 감소되었다. 가격은 2005년과 2010
년 사이에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금연 동기였는데, 이는 

2005년 흡연자의38%에서 2008년과 2010년 흡연자의 

27%로 감소했다.

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



16.  의사 또는 보건의료전문가를 방문했던 흡연자의 대략 절반 가량 (2008년과 2010년 53%) 이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는 중국과는 거의 동일한 비율이지만, 의료전문가를 방문한 흡연자의 3분의 2 

이상이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 보고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낮다.

17.  한국은 금연에 있어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강력한 국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적인 금연 클리닉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흡연자의 대다수 (2008
년 69% 및 2010년 71%)가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모든 흡연자의 4
분의 1 이하 (2008년 12%, 2010년 16%) 가 실제로 금연클리닉을 방문했으나, 이 비율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ITC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흡연자의 절반 (2008년 50% 및 2010년 46%)이 금연클리닉 이용에 

관심이 있었다.

18.  2010년 흡연자의 10%가 금연콜센터(Quitlin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전체 흡연자의 2%가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적이 있다. 2010년에는 흡연자의 3분의 1 정도가 금연콜센터를 이용하여 

금연에 도움이 되는 무료상담을 받는데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19.  2010년 흡연자의 대다수 (87%)가 금연보조 약물에 의료보험 급여를 해주는 법안을 “지지” 또는  

“강력 지지” 한다. 

공공장소 및 직장에서의 금연

20.  한국은 FCTC 지침 제 8조에서 권장되는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장 내에서의 실내 흡연은 2005년 47%에서 2010년 32%로 감소하였으나, 

직장 내 흡연이 10% 이하로 감소한 직장 내 금연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주 빈약한 수준이다. 실내 

직장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수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등의 고소득 ITC 국가에 

비해 높았으며,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등의 중간 소득 ITC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21.  한국은 10개 고소득 ITC 국가 중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차이도 

현격했다. 2010년에는, 흡연자의 69%가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75%가 

실내흡연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2008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을 관찰한 

수준은 ITC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의 모든 중저소득 국가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및 

태국)에 비해 훨씬 높으며,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만 낮다.

22.  음식점과 카페에서의 완전 흡연금지에 대한 흡연자의 지지는 2005년 17%에서 2008년 30%와 

2010년 2009%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23.  한국은 16개의 고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중 술집에서 흡연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 

조사에서, 흡연자의 97%가 최근 방문 시 술집에서 흡연을 목격했다. 

24.  술집에서의 완전 흡연 금지에 대한 흡연자의 지지는 2005년 이후 증가하긴 했지만 (흡연자의 6%), 

2010년 흡연자의 11%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지지 수준은 포괄적인 금연법이 매우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전의  아일랜드에서의 흡연자들의  지지 수준 (13%)과 비슷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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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흡연자의 대다수 (63%)는 일정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강증진법을 “지지” 또는 “매우 

지지”한다. 2010년에는, 학교구역 (71%), 횡단보도 (49%) 및 야외 운동장 (38%)에서의 완전 금지에 

대하여 흡연자들이  강력하게 지지했다. 흡연자의 4분의 1 이상이 공원 (30%), 건물입구에서 5미터 

이내 (29%) 및 관광지 (27%)에서의 금연을 지지했다.

26.  비흡연 동승자와 어린이 동승자와 함께 탄 차 안에서의 흡연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2005년에는, 흡연자의 절반가량이 (49%) 비흡연자와 함께 탄 차 안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8년 65%, 2010년 70%로 증가했다. 어린이와 함께 탄 차 안에서의 

흡연은 2008년 흡연자의 17%에서 2010년 8%로 감소했다.

27.  어린이와 함께 탄 차 안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하여 흡연자들은 강력하게 지지한다. 2008년 흡연자의 

95% 그리고 2010년 94%가 이런 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28.  한국에서 가정내에서의 흡연 금지는 2005년과 20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흡연자의 거의 3분의 1 수준 (29%)이었지만 2010년에는 흡연자의 절반 이상 (53%)으로 증가했다.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

29.  FCTC 지침 11조는 나라들에게 담배 갑 주요 표면의 50% 이상을 덮은 그림으로 된 경고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여전히 작은 문구로만 된 경고 문구를 가지고 있다. ITC 한국 

조사결과 이들 경고는 대다수 흡연자에게 효과가 없으며, 담뱃갑의 경고문구의 효과는 2005년과 

2010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건강경고를 인지한 비율은 2005년과 2008년 40%에서 2010년에는 38%로 약간 감소했다.

31.  건강경고를 자세히 보거나 읽은 사람은 2005
년 35%에서 2008년 26%, 2010년 25%로 

감소했다.

32.  건강경고는 2005년 흡연자의 34%에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했으며 이는 2010년 

32%로 약간 감소했다.

33.  건강경고는 2005년 흡연자의 17%에게 금연에 

대해 생각하도록 했으며, 이는 2008년과 2010
년에12%로 약간 감소했다.

34.  2008년에는 흡연자의 5%, 2010년에는 

흡연자의 4%만이 그 경고문구를 보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35.  2005년에는 흡연자의 16%가 건강경고로 인해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적어도 한번 이상 그만둬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08년에는 12%, 2010년에는 11%로 감소했다.

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



36.  타르와 니코틴에 대한 정보는 2002년 이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2005년에는 

흡연자의 10%가 지난 한달 동안 이 정보를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자세히 보거나 읽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2008년에는 27%, 2010년에는 29%로 증가했다.

37.  2010년에는 흡연자의 19%가 2008년 현재 담뱃갑에 표시가 요구되고 있는 담배의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를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인지한다고 말했다. 37%가 발암물질 정보로 인해 흡연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해본다고 보고했으며 20%는 그 정보로 인해 담배를 끊고 싶어졌다고 응답했다.

38.  2008년과 2010년에는, 흡연자의 절반 이상 (55%)이 담뱃갑에 더 많은 건강정보를 원한다고 

보고되었다. 한국은 15개 ITC 국가 중 담뱃갑에 더 많은 건강정보 표시를 원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

39.  2010년, 흡연자의 대다수 (80%)가 담뱃갑에 금연정보를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 또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보고했으며, 담뱃갑에 금연콜센터(quitline)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83%
가 “지지” 또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보고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브랜드 표시 

40.  FCTC 11조는 국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시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 및 제품이 무해하다는 오해를 불러오기 쉬운 포장 

디자인 (예를 들어 그 브랜드가 덜 유해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밝은 색의 

사용)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를 실시해오지 

않았다. 흡연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45%) 라이트 담배가 목과 가슴에 

부드럽다고 믿고 있으며, 거의 3분의 1 가량은 (30%) 라이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타르를 덜 흡입하고 덜 해롭다고 생각했다.

41.  2010년에는, 흡연자의 절반 가량이 현재 피우는 담배가 목과 가슴에 더 

부드럽고 (52%) 맛도 더 가볍다고 (51%) 믿고 있었다. 

42.  2008년과 2010년 사이에는 브랜드 선택 시 담뱃갑 디자인이 더욱 중요해 

졌으며 건강에 대한 이유가 덜 중요해 졌다. 현재 브랜드 선택 이유로서의 

담뱃갑 디자인은 2008년 흡연자의 10%에서 2010년 20%로 증가했다. 2008
년에는 흡연자의 24%가 현재 브랜드 선택 이유로 “그 브랜드가 건강에 덜 

해로울 수도 있다”를 꼽았다. 이 비율은 2010년 21%로 약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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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 

흡연자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

43.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디자인 없는 포장(plain packaging)의 입법화를 

지지한다. 2008년 흡연자의 53%와 2010년 55%는 담배회사가 담배를 

디자인없는 포장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

했다.

호주의 디자인 없는 담배 (plain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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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및 판촉

44.  FCTC 13조는 국가가 담배 광고 및 판촉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포괄적인 금지를 실시해오지 않았다. 담배 광고는 신문, 잡지 및 담배가 판매되는 

소매점을 포함하여,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존재하고 목격되고 있다. 2010년에는 흡연자의 37%
가 최근 6개월 간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의 창문이나 가판대에 광고되는 궐련담배 또는 담배제품을 

목격했다. 신문 및 잡지 광고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어린이용 출판물에는 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잡지에서는 1년에 60회로 광고가 허용된다), 흡연자의 22%가 최근 6개월 

간 신문 및 잡지에서 담배 광고를 목격했다. 19%는 최근 6개월 간 포스터와 입간판에서 담배 광고를 

목격했다.

45.  사회, 문화, 음악, 스포츠 행사에 대한 담배회사의 후원은 한국에서 허용되지만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후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담배제품이 아닌 후원사의 이름만 광고할 수 있다. 

후원을 받은 스포츠 행사는 후원을 받은 예술 행사에 비해 보편적으로 더 많이 보고되었지만, 

흡연자의 10% 미만이 2010년 이런 후원 행사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교육, 의사소통 및 공공인식

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

46.  한국은 지난 10년간 많은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흡연자의 4분의 1 이하 

(2005년 15%, 2008년 25%, 2010년 14%)만이 

최근 6개월 간 금연캠페인 또는 금연에 대한 

정보를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인지 수준은 ITC 프로젝트 중 

거의 모든 고소득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47.  흡연자의 대다수가 특히 텔레비전에서 금연 

관련 정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05년 

73%, 2008년 76%, 2010년 61%).

48.  담배 포장은 담뱃갑의 건강경고 라벨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대중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거의 텔레비전과 맞먹는 중요 정보원이다 

(2005년 58%, 2008년 69%, 2010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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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흡연의 건강 영향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은 

대체로 조사차수가 경과할수록 증가했지만, 
2010년 전반적인 지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겨우 절반 정도의 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56%) 흡연이 뇌졸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명 (39%), 

방광암 (30%) 및 유방암 (28%)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지식이 부족했다. 

담배 가격 및 세금

50.  2004년 한국은 담배세를 1갑당 500원 인상했다. 그 이후 세금 인상은 없었으며 ITC 조사에서 금연에 

있어서 세금 동결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51.  담배 구매력을 보면 2005년과 2010년 사이 연평균 1.69%의 구매력 상승지수를 보였으며, 이는 

담배 가격이 소득증가에 따라 상승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0년 흡연자는 담배에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득의 3.1%만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는 ITC 프로젝트의 고소득 국가 전체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한국은 분석에 포함된 9개 고소득 국가 중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구매력이 상승한 단 2
개국 중 하나였다.

52.  현재 한국의 담배가격 및 담배세는 흡연에 강력한 영향력이 없다. 2010년 극소수의 흡연자가 (겨우 

5%) 가격이 브랜드 선택의 이유라고 대답했으며 흡연자의 겨우 3분의 1 가량 (35%)만이 담배에 

쓰는 돈에 대해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고소득 ITC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브랜드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가격이 가장 덜 언급되었다 (2008년 흡연자의 
7%, 2010년 흡연자의 5%). 가격 및 세금 정책 효과의 모든 지표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했으며 

이는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금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53.  한국 흡연자들은 보다 강력한 가격 및 세금 정책을 지지한다. 2010년 흡연자의 3분의 1가량이 

담배가격 인상이 한국에서 흡연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인식했다.

54.  흡연자의 대다수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으며, 흡연자 대다수는 (2008년 67%, 2010년 

64%) 담배 판매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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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흡연율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1980년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79.3%, 성인 여성 흡연율은 12.6%였으며 

이때부터 대한민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성인 남성 흡연율은 

66.3%에서 45.0%로 급감하였다. 2010년에 성인 남성 흡연율은 48.3%였다. 여성 흡연율은 훨씬 낮지만 이와 같은 

감소 경향은 남성과 비슷하였다. 여성 흡연율은 1998년 6.5%에서 2007년 5.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6.3%로 증가하였다.2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된 한 연구에서 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요 중 

코티닌 수치에 따른 흡연율은 자가보고에 의한 흡연율 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 

19세 이상 여성 성인 흡연율은 13.9%였다.3

한국 성인 남녀의 흡연율에 큰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 남녀 흡연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2010년, 13세에서 
18세 사이 학생들의 흡연율은 12.1%인데 이 중 남학생의 흡연율은 16.6%, 여학생은  7.1%였다.4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20)은 2020년까지 성인 남자의 흠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대한민국의 흡연 현황

이 절 (節)에서는  ITC 대한민국 1차(2005년 12월), 2차(2008년 10월부터 12월), 및 3차

(2010년 10월부터 12월) 설문조사 이전부터 설문조사 당시까지 한국에서의 담배 소비 및 

담배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소개한다.

이전에 몇몇 금연관련 법규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은1995년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최초의 담배규제 정책을 담은 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이 법은  담뱃갑에 삽입되는 흡연 위해에 대한  경고문구를 규격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장소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했으며, 

담배세를 인상했다. 2005년부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단위 프로그램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5월 16일에 WHO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당사국이 

되었지만 담배규제기본협약 조항에 대한 이행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전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왔으며, 흡연 관련 

발암물질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에 그림이나 

사진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담뱃갑에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100% 금연과 담배 가판대에서의 광고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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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 정책
세계 최초의 보건분야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담배 수요와 공급 감소를 통해 

담배 소비의 급속한 확산을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가격 및 세금 (제6조), 금연구역에 관한 정책 (제8조), 담배 

제품의 포장과 표시 (제11조), 담배 광고와 후원 (제13조), 금연과 치료 (제14조),  밀수 (제15조) 와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제한 (제16조) 등이 포함된다.  2012년 9월 현재 176개 당사국들이 포함된 FCTC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협약 중 

가장 성공적인 협약 중 하나이다.

다음 절에서는 1차에서 3차까지의 ITC 한국  설문조사 (2005년 – 2010년) 당시 대한민국의 담배규제 정책들을 FCTC의 

구성에  따라 정리하였다.

담배 제품의 포장과 표시
FCTC 제 11조는 각 당사국들에게 효과적인 포장과 표시를 선택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8년 11월에 

채택된 제11조 권고 지침은 흡연위해에 대한  경고는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 전제 크기의 최소 50%를 차지하고 그림을 

포함해야 하며, 경고문이 눈에 잘 띄도록 테두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

한국은 1976년 처음으로 담뱃갑에 문자만을 이용한 흡연위해에 대한 경고문을 삽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경고 

문구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고문의 크기는 FCTC의 권고안보다 

작은 크기인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경고 문구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1986년 표준화되었다.7 경고의 내용, 크기와 위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1995
년에 표준화되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담뱃갑에 쓰일 세 가지 이상의 경고문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경고문은 2년동안 돌아가면서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흡연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경고문의 내용과 크기에 대한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경고 조건들을 더욱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경고 문구는 “경고”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되어야 하며,  경고 문구는 각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직사각형 안에 쓰여야 한다. 경고문들의 색은 각 담뱃갑 디자인 색과 구별되는 보색(補色)이 

사용되어야 하며, 앞면은 고딕체가 사용되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아래 부분에 위치해야 한다.8 

표1은 197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담뱃갑에 쓰인 경고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더불어, 담배갑의 뒷면은 반드시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2008
년 12월 15일부터 ‘담배연기에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염화비닐, 비소와 카드뮴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장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9

FCTC 제 11조는 담배 포장 및 표시가 특정 담배 제품이 다른 담배 제품보다 덜 유해하다고 현혹하거나,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시행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같은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답뱃갑에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2012년 6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10 개정법은 

기존의 흡연위해에 대한 경고문에, 보건복지부에 의해 운영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와 “타르의 양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8월 6일, 보건복지부는 “라이트” 또는  

“마일드”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하는 건강경고 라벨을 넣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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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의 담뱃갑 경고문구  1976-2011

연도 경고문구

1976 to 1989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For your health, please refrain from smoking too much)

Dec 1989 to 1996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Smoking may cause lung cancer and it is especially dangerous for teenagers and pregnant women)

Mar 1996 to Mar 2005 앞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Smoking causes lung cancer and other diseases and it is especially dangerous for teenagers and 
pregnant women)

뒷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It is illegal to sell cigarettes to people under 19);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You can be healthy and live longer if you quit);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 (Smoking also causes stroke and heart diseases);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Smoking also damages your beloved children);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Smoking damages others)

Apr 2005 to Apr 2007 앞면: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Smoking damages your health. Do you still want to smoke?)

뒷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It is illegal to sell cigarettes to people under 19);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It is illegal to sell cigarettes to people under 19);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You can be healthy and live longer if you quit);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 (Smoking also causes stroke and heart diseases);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Smoking also damages your beloved children);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Smoking damages others)

Apr 2007 to Apr 2009 앞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Smoking causes lung cancer and other diseases and it is especially dangerous for teenagers and 
pregnant women)

뒷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It is illegal to sell cigarettes to people under 19! It hurts your children’s health)

Apr 2009 to Apr 2011 앞면: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Smoking damages your health. Once you start smoking, it is very difficult to quit)

뒷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It is illegal to sell cigarettes to people under 19! It hurts your children’s health)

Apr 2011- 앞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합니다 
(Smoking causes various diseases including lung cancer and it damages other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Carcinogenic agents such as naphthylamine, nickel, benzene, vinyl chloride, arsenic, cadmium are 
included in cigarette smoke)

뒷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It is prohibited to sell cigarette to people under 19. It is illegal)
담배연기에는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Carcinogenic agents such as naphthylamine, nickel, benzene, vinyl chloride, arsenic, cadmium are 
included in cigarette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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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조세 정책
담배 제품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 중 하나로 특히 젊은 연령층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사국들은 FCTC의 제 6조에 의거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 책정 및 세금 정책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제 여행객 대상의 관세와 면세 담배 제품들의 제한과 판매금지 등의 방법이 포함된다.

1995년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담배 제품들에 부과된 세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였다. 

2004년 12월에 정부는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배 1
갑 당 500원의 담배세를 인상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12  담배값은29% 인상되었으며, 담배세 인상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담배 상표의 담배 한 갑 당 가격이 2000원과 2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큰 폭의 가격 

인상으로 여겨졌으며, 흡연율 감소를 위해 처음 시행된 담배세 인상이다.13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담배세로부터 

형성된 기금은 금연교육, 보건의료분야 조사 및 연구, 각종 질환과 암의 예방진단, 치료, 그리고 다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14

2004년 12월 이후 한국에서 담배세 인상은 없었고, 현재 가장 잘 팔리는 담배상표의 담배 한 갑 당 가격은 2500원이며 

이중 62% (53% 내국소비세와 9% 부가가치세)가 세금이다.15 2012년 7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거한 물가인상과 담뱃세를 연동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제안된 유사 법안도 결국은 

폐기되었다.16, 17 

한국의 담배값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18, 19 담배 가격의 낮은 인상율은 한국의 높은 흡연율을 

지속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2007년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1일 평균 소득 대비 담배구입 비용(CPDIR)

으로 담배에 대한 구매 능력을 평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은 1일 평균 소득으로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담배 

수용도가 높은 도시로 (CPDIR = 0.07) 60개 도시 중에서 13위 였다.20

한국에서의 조세정책을 통한 성공적 금연 정책 사례는 2009년부터 군부대에서 군인들에게 무료담배, 면세 담배 또는  

담배 구입 비용을 제공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보다 군인들이 더 높은 흡연율을 보이며, 한국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인에게 면세 담배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정부는 면세 담배를 제공하는 정책을 폐지했고, 2009년부터 군인들은 더 이상 면세 담배나 담배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21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담배처럼 보이지만 니코틴과 다른 화학물질 및 첨가물을 건전지로 가열하여 수증기로 만들어 공급하는 

전자식 니코틴 전달 체계로 담뱃잎이 들어 있지는 않다. 판매자들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사용될 수 있고, 간접 

흡연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선전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주로 금연을 위한 도구로 판매되고 있으나, 여전히 

흡연자에게는 니코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도구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담배가 규제 (또는 가능하면 금지)되어야 하고,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전자담배 제품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22, 23

전자담배는 2007년부터 한국에 시판되었으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담배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전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담배를 건강보조제품으로 분류하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하여 담배사업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광고와 홍보의 제한을 포함한 일반적인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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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시장과 불법거래
담배의 불법거래는 담뱃갑 경고문구,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 제한, 담배  가격과 세금 인상 등 여러 담배 

규제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담배 규제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FCTC 제 15조는 담배제품의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시행하도록 당사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1988년 미국이 한국 정부가 외국 궐련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후 한국은 다국적 

담배회사에 담배 시장을 개방했다.26 그 당시 전매청(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은 국가소유의 담배 독점기업이었지만, 

2002년 이후 완전히 민영화가 되면서 KT&G로 탈바꿈 하였다.27 시장 개방 후,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다국적 

담배회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 KT&G의 시장 점유율은 일부 감소되었다.28 현재 한국 담배 산업을 

주도하는 4개의 담배회사는 7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KT&G, 나머지 30%의 시장 점유율을 공유하고 있는 

필립모리스 (PMI), 일본담배회사(JTI)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BAT)이다.29

담배 도록(Tobacco Atlas, 2011년)에 의하면, 한국 전체 담배시장에서 0.4% 만이 불법 거래에 의한 것이다.30 그러나 

FCTC 시행에 따라  WHO에 제출한 한국의 5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는 담배시장에 밀수입된 담배 비율에 관한 

자료가 없고, 상품의 원산지 확인을 돕기 위한 표시나 법적으로 판매한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31

불법 담배거래는 한국 담배사업법 및 관세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2조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다” 그리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담배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엄격한 요구조건과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 및 구속을 포함하는 처벌 등이 명시되어 있다.32

공공 장소와 사업장에서의 금연
FCTC 제8조는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죽음, 질병 및 장애의 원인이 됨을 인정하고 

당사국들에게 간접 흡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 금연구역에 관한 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이후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대형 건물, 극장, 사업장, 병원, 학교, 공연장, 체육관 및 

대중 교통 시설과 같은 여러 시설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1999
년에는 공중 목욕탕, 2003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게임방, 대형 식당, 

만화방, 정부건물과 요양원, 2006년에는 공장, 지역 관공서 및 실내 작업장 들을 

포함하는  시설들이 금연구역 목록에 추가되었다. 이런 시설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만 요구하고 있으며, 흡연실 설치 없이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원, 어린이집  뿐이다.33, 34

2010년 4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은 옥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 이후 수도 서울은 몇몇 중앙차로 정류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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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서울시는 서울 도심 3곳의 주요 광장들 

–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 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고, 그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십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36, 37 2011년 12
월에 금연구역은 314개의 버스 정류장과 20개 

시립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어길 때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38 

2012년 6월에 서울시는 공원, 놀이터, 광장과 버스 

정류장을 포함하는 1, 950곳을 금연구역으로 다시 

확대하였다. 2012년 3월에는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과 제주 등 광역시 또는 

지방 정부 10곳을 포함하는 8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공공 장소들과 도로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다.39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확대시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당의 경우 현재는 전체 영업장 면적의 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되나 곧 전체를 

금연구역화 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8
일부터는 150m2(평방미터) 이상인 식당에, 2014년 1
월 1일부터는 100m2(평방미터) 이상인 식당에,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당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 문화재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되었다.40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대중의식
FCTC 제 12조에 의거하여, 당사국들은 흡연의 건강상의 위험과 금연의 

잇점을 교육과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담배규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 교육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담배제품에 관한 정보와 담배규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금연 연구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후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41

한국은 1995년에 낮은 수준의 금연 대중매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유명인사를 활용한 금연 광고를 포함하는 전국단위의 금연 캠페인은 

1998년에 시작되었다.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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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광고를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TV 와 연예인을 이용한 보다 포괄적인 금연광고가 

시작되었다.44, 45 특히, 2002년  흡연으로 인해 폐암으로 죽어가던 유명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TV에 나와 너무 늦기 전에 

금연할 것을 권유한 것은 금연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TV 광고였다.46, 47

2005년 금연 캠페인은 다큐멘터리와 콘서트 같은 다른 TV 캠페인에서부터 인터넷과 포스터 같은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이용하고, 어린이, 여성, 군인과 같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양해졌다. 캠페인을 위한 예산도 2000
년 16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되었다.48, 49

2005년 금연 캠페인의 확대 이후에, 어린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캠페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매년 열리고 있다. 이중에는 2006년 가족의  반대와 담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흡연자들을 목표로 한 TV 및 라디오 “진실을 말하세요 (Tell the Truth)” 금연캠페인, 2008년 흡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비흡연자들을 후원하고 유명 가수들이 부른 ‘NO, NO, No!’를 포함하는 ‘Say no’ 캠페인과 

2009년 ‘Smoke Free Healthy Korea’라는 캠페인 등이 있다.50

담배 광고, 홍보와 후원
FCTC 제 13조는 담배 광고, 홍보 및 후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제 

13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담배광고, 홍보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가능한 전반적인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된 방안들에는 국제 (국경을 넘는) 광고와 홍보 및 후원의 금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의 진열 금지,  담배 

자판기 금지, 인터넷 판매와 눈길을 끄는 포장과 제품 형태 등을 금하는 것 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1995)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및 옥외 간판의 담배광고를 규제하고 길거리에서의 판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담배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그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포함된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는 담배 상품의 이름과 종류 이외에는 

포함할 수 없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직∙간접적으로 장려할 수 없으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모델로  사용할  수 없고, 

건강 경고문의 내용 또는 의도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를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흡연에 의한 건강 

위해를 설명하는 경고문들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에 전시된 모든 스티커와 포스터 광고뿐만 아니라 잡지 광고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51

이런 정해진 규제 하에서, 담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합법적으로 팔기 위해 이용하는 1차적 수단은 대개 남성 

독자를 겨냥한 인쇄물, 소매상의 판촉, 그리고 담배포장을 통한 것이다.52

- 지정된 담배소매업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광고는 허용. 단, 사업장 밖에서 보이는 광고는 제외한다.

-  주 1회 발행되는 잡지와, 일년에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 정기간행물의 경우 연간 60회 광고 허용. 

외국어로 쓰여진 국내 발행 정기간행물은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출판물은 어떠한 담배 광고도 게재할 수 없다.

-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제외한 사회, 문화 음악, 스포츠 행사의 후원은 허용. 단, 후원사의 명칭만 

광고할 수 있고 제품은 광고할 수 없다.

-  국제선 및 여객선 내부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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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FCTC 제 14조는 흡연자가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담배의존성에 대한 진단, 상담, 예방 및 치료를 

포함하는 금연프로그램의 시행을 권고한다.

한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금연클리닉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53 금연클리 

닉은 2005년 이후부터 253개 전국 보건소 뿐 아니라 

몇몇 특정 시설에서 운영 중이며, 니코틴 대체 요법

(NRT)뿐 아니라 행동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에 등록하는 경우, 최소 3번은 

클리닉을 방문해야 하는데, 첫번 째 방문 시에는 흡연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흡연행태 파악을 위한 질문지에 답을 하고, 

니코틴 의존성 검사와 일산화탄소를 측정한 후, 금연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무료 니코틴 대체 요법을 제공 받는다. 

두번 째와 세번 째 방문 시에는 일산화탄소 측정, 금단증상을 위한 상담과 역시 필요한 경우 니코틴 대체 요법을 제공 

받게 된다.  그 후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6개월동안 지속된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이 6개월동안 금연하게 되는 경우 금연 성공자로 분류되어 서비스가 종료되며, 서비스를 제공 받는 동안 

재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에 재등록하여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54, 55

금연클리닉 서비스의 비용-효과를 평가한 2009년 한 연구에 의하면 그 해에 354, 554명의 흡연자가 금연 클리닉을 

이용했으며, 그들 중 4주 금연성공률은 78%, 6개월 금연성공률은 40% 였고, 일년 후까지 금연을 유지하는 사람은 

8%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이용자 당 서비스 비용 대비 구명(救命) 비용에 근거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비용효과적인 서비스임을 제시하였다.56

금연클리닉과 더불어, 금연상담전화 서비스는 2005년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치고   

2006년부터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대 시행되었다.  금연상담전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는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연상담전화는 무료전화와 홈페이지 (http://quitline.hp.go.kr)를 통해  담배를 

끊고 싶지만 금연클리닉에 갈 수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공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57, 58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한국의 금연상담전화 이용자 

만족도와 만족도가 이용자 금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 1년 금연 성공자는 8.7%, 금연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나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17.4% 였다 (전체 대상자 중 재흡연으로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치임). 상담내용과 상담 프로토콜에 만족한 이용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서비스에 만족한 참가자들의 경우 완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담사의 상담기술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반면, 서비스 접근성, 상담내용과 상담 프로토콜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확인되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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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개요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ITC 프로젝트)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멕시코, 우르과이,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부탄, 모리셔스, 브라질, 인도, 방글라데시, 케냐, 잠비아 등 20
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연구이다.  ITC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국가수준에서의  담배규제 정책의 정신사회적, 

행동적 영향의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ITC 프로젝트는 담배사용의 대규모 연간 전향적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여 전세계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FCTC 정책을 평가한다. 각 ITC 조사에는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모든 ITC 국가에서 동일하거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FCTC 정책 도메인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 포함된다. ITC 

조사로부터 실시되는 정책 평가는 ITC 국가가 정책을 실시할 때 생성되는 자연적인 변화를 이용한다. 정책 실시 전과 후 

조사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다양한  정책 변화의 변수를 그 정책이 변화되지 않은 다른 ITC 국가의 변수와 비교한다. 본 

연구 설계는 높은 수준의 내부 타당성을 제공하며, 정책의 가능성 있는 원인이 되는 영향과 관련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판단을 허용한다. ITC 프로젝트의 개념 모델 및 목적의 설명에 대해서는 Fong et al.(2006)60을 참고하고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은 Thompson et al. (2006).61을 참조.

그림 1.  ITC 한국조사와 금연정책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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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 갑에 6개의 발암물질 

의무 표시

한국에서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프로젝트 (ITC 프로젝트)는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된 방법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담배규제 정책의 정신사회적, 행동적 영향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 시작되었다. 

ITC 프로젝트의 목적은 FCTC 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금연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금연 관련 

법규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ITC 한국 조사: 1 – 3 차

2005년, 한국 국립암센터 (NCC)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제휴하여 ITC 한국 조사를 시작했다. ITC 한국 조사는 3가지 

평가 목표를 가진다:

1. 대한민국 성인에서 흡연행동의 패턴을 조사. 

2. 대한민국 담배규제 정책의 효과를 조사. 

3. 한국과 다른 ITC 국가 간 흡연 행동과 정책의 영향을 비교.

1차 조사는 2005년 12월 1일에서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고, 한국에서 FCTC가 비준 된 후 1년미만이었다. 2차 조사는 

금연콜센터(Quitline) 실시 후 2008년 10월 15일에서 12월 19일까지 실시되었다. ITC 한국 3차 조사는 담배연기의 

발암물질에 대한 의무 경고문구 표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실시 이후, 2010
년 10월 6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그림 1은 담배규제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ITC 한국 1차-3차 조사 연대표를 

보여준다.

그림 2. ITC 한국 1 – 3차 표본추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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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 설계
ITC 한국 조사는 성인 (19세 이상) 흡연자의 전향적, 장기 연구이다. 1차 조사의 경우, 16개 지역에서 정해진 지역계층 

내의 가정을 유선을 이용해 무작위 추출했다. 지역계층에 대한 흡연자 표본의 배치는 성인인구 추정규모에 비례했다. 

다음 생일자 선택 방법(next birthday method)을 이용하여 다수의 흡연자가 있는 가정에서 최대 2명의 응답자  

(성인여성 흡연자 1명 및 성인남성 흡연자 1명)를 선택했다. 1차 조사에서 컴퓨터보조전화면접(CATI)을 이용하여  

1002명의 성인 흡연자 코호트를 조사했다.

2차 및 3차 조사에서의 연구표본에는 재접촉에 실패하여 유실된 응답자를 대체하는 새로 구한 응답자(보충 표본)는 

물론 이전 조사에서의 코호트 참여자를 포함했다. 이들 새로운 참여자는 1차 조사와 동일한 표본추출 방법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2차 조사도 2005년에 원했던 규모로 전체 표본크기를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다.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 3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조사로부터 441명의 응답자만 재접촉에 성공했다 (재접촉 유지 비율은 44.0%였고  유실비율은 

56.0%였다) 1377명의 보충 응답자를 면접하여 총 1818명의 응답자 표본 크기를 얻었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의 

응답자 1029명과 (재접촉 유지비율 56.6%, 유실비율은 43.4%)  724명의 보충 응답자로 구성되어 총 1753명의 

흡연자 및 이전흡연자로 구성된 표본 크기를 얻었다. ITC Korea 조사의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ITC Korea 기술 

보고서에 나와 있으며, www.itcproject.org.62, 63, 64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차 – 3차 조사 표본의 특징
ITC 한국 조사는 한국갤럽(Gallup Korea)이 실시했다. 흡연자는 평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으며 최근 30일간 1
개비 이상의 담배를 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표 2는 각 조사 차수의 표본 크기를 제공한다. 표 3은 각 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제공한다.

응답자 유형 남성 여성 합계
1차 조사

1차조사에서 모집 961 41 1002

2차 조사

1차조사에서 모집 427 14 441

2차조사에서 모집 1320 57 1377

합계 1747 71 1818

3차 조사

1차조사에서 모집 277 7 284

2차조사에서 모집 723 22 745

3차조사에서 모집 670 54 724

합계 1670 83 1753

표 2. 조사 시 한국에서 면접조사에 임한 총 고유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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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TC 한국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961 95.91 1747 96.09 1670 95.27

여성 41 4.09 71 3.91 83 4.73

연령

18-24 74 7.39 152 8.36 116 6.62

25-39 314 31.34 511 28.11 419 23.90

40-54 348 34.73 611 33.61 555 31.66

55+ 266 26.55 544 29.92 663 37.82

흡연상태

매일 흡연자 945 94.31 1655 91.03 1501 85.62

비-매일 흡연자 50 4.99 82 4.51 59 3.37

과거흡연자

(Quitter)*

7 0.70 81 4.46 193 11.01

결혼상태

기혼 700 70.07 1293 71.40 1286 73.40

별거 7 0.70 6 0.33 5 0.29

이혼 35 3.50 49 2.71 53 3.03

사별 30 3.00 51 2.82 73 4.17

관습법 27 2.70 12 0.66 4 0.23

미혼 200 20.02 400 22.09 331 18.89

최종 학력

낮음 212 21.39 343 19.40 369 21.45

중간 394 39.76 641 36.26 629 36.57

높음 385 38.85 621 44.34 722 41.98

연간 가계소득 (원)

낮음 (< 3천만원) 435 43.41 733 40.32 762 43.47

중간 (3천-6천만원) 360 35.93 623 34.27 549 31.32

높음 (≥ 6천만원) 123 12.28 236 12.98 206 11.75

언급없음 84 8.38 226 12.43 236 13.46

*1차 조사에서 금연자는 지난달에 담배를 끊은 응답자만을 포함하였으나 2차 및 3차 조사에서 

금연자는 지난달에서 1년 이전까지 언제든지 담배를 끊은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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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한국 조사 내용 

ITC 한국 조사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온타리오, 워털루대학의 위원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대부분의 조사 방법 및 조사 질문은 전세계 21개국에서 실시된 ITC 조사에 

사용된 표준 프로토콜 및 조사에서 채택되었다. ITC 한국 조사에서, 흡연자 또는 금연자로 

분류된 각 응답자는 다음 유형의 질문에 대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질문 내용

1. 흡연력, 흡연량, 흡연 습관, 니코틴 의존도, 금연 여부;

2.  흡연에 대한 지식 및 기본 생각. 흡연의 건강에 대한 영향 지식 및 흡연 및 금연에 해당하는 

중요 생각, 위험 인지, 담배관련 질병의 심각성 인지;

3.  정책 관련  질문.  FCTC가 요구하는 금연 수요 감소 정책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 담배 

가격/세금, 광고/판촉, 금연구역, 라이트/마일드 표시)들의 효과에 대한 인지 정도와 그에 

대한 본인의 믿음에 대한 질문들;

4.  흡연 행동 및 잠재적인 조절 변수(삶의 가치관, 자기효능감, 금연 의도)에  중요한 

정신사회적 예측인자;

5. 흡연에 관련된 개인별 변수 (우울증, 스트레스, 시간관념);

6. 인구학적 특징 (연령, 성별, 결혼상태, 소득, 교육).

 

 

ITC 한국 조사의 프로토콜 및 설문은 먼저 영어로 개발된 후 연구원이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후 번역을 한국어의 언어적 뉘앙스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제 3자가 검토했다. ITC 한국 조사 

설문은 다음에서 이용할 수 있다: http://www.itcproject.org/countries/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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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접근법

본 보고서는 ITC 한국 조사의 처음 1-3차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제시한다 (2005-2010).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을 돕고자 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다른 ITC 국가와의 비교도 제시된다. 본 장은 본 

보고서에 사용된 분석적 접근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타임 인 샘플 (time-in-sample) 

효과의 통제에 사용된 방법과 회귀분석에 사용된 공변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타임 인 샘플(Time-in-sample) 효과

ITC 한국 조사는 장기 추적조사의 속성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 전/후에 한국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행동적 대응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ITC 한국 조사가 실시된  최초 3차 조사기간 5
년 동안, 모든 장기 코호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자들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충분한 표본크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2차와 3차 조사시 새로운 대상자를 새로 

모집하고 1차와 2차 조사에서 소실된 대상자를 보충했다.  

따라서,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총구성이 ITC 

조사의 이전 응답자와 다른 개인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3차 조사의 응답자 표본은 1-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284명의 흡연자 및 금연자, 2개의 조사 차수 (2
차 및 3차)에만 참여한 754명의 흡연자와 금연자, 그리고 

1개의 조사에만 (3차 조사) 참여한 724명의 흡연자와 

금연자로 구성된다. 응답자가 ITC 조사를 마친 회수에 

따라 조사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표본의 구성은 중요하다. 새로 모집된 응답자는 

이전 조사 차수의 응답자와 비교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전 2개 차수의 응답자와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된 영향이 타임 인 샘플 (TIS) 효과65, 66, 67 이며, 

다른 나라의 ITC 조사에서도 나타났다.68

분석 방법

세 차례의 ITC 한국 조사에서 측정되는 많은 변수들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 변화추세를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기존 응답자를 재접촉했을 때 

이미 금연한 응답자는 금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만 

활용된다. 

1-3차 조사 대상자를 모두 합하면 3097명의 흡연자를 

포함하여 총 4292명의 관찰 대상자를 가지고 있다. 4292
명의 관찰 대상자 중, 995명은 1차 조사 흡연자에서 

왔으며, 1737명은 2차 조사 흡연자에서 왔고, 1560명은 3
차 조사 흡연자에서 왔다.

조사 차수가 달라짐에 따라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 경우 

또 조사 대상 결과가 범주적인 경우(변수의 종류가 

숫자가 아니고 그룹으로 나뉘는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표준화되고 통제된 기술적 통계(비율 

또는 백분율) 수치를 비교한다. 성별, 연령그룹, 흡연상태, 

조사 차수 및 타임 인 샘플 (time in sample) (응답자 한 

사람이 조사에 참여한 회수 등) 등의 변수가 공변수로 

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 타임 인 샘플이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치는 “타임 인 샘플을 조정한 

값” 이라 부른다. SAS 9.2는 조정 및 비조정 평균 둘 다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국가간 비교 시, 국가 샘플은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의 보정이 적용된다. 다국가 비교는 연령, 

흡연상태 및 타임 인 샘플의 차이를 보정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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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행동

담배구매 및 소비

각 조사 차수에서 거의 모든 흡연자 (96%)가 (주간 또는 월간 흡연자보다는) 매일 흡연자라고 보고했다. 매일 흡연자 

중, 소비하는 담배의 평균 개비수는 하루에 한 갑 미만 (1, 2차 조사에서는 하루에18개비, 3차조사에서는 하루에 17
개비)이었다.

거의 모든 흡연자가 공장에서 만든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에서 자가 제작한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모든 조사 차수에서 1% 미만이었다.69  또한 흡연자의 대다수가 보루나 개비보다는 갑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84%, 2차 조사에서는 88%가 담배를 갑으로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

현재 브랜드를 피운 지 1년 미만인 흡연자에게 현재 브랜드를 선택한 가능성 있는 이유 항목을 제시하고 이들 요소 중 

어떤 것이 브랜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했다. 

3차 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브랜드 선택 요소는 맛 (흡연자의 6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니코틴 함량 

(52%),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믿음 (21%), 담뱃갑 디자인 (20%), 친구가 그 브랜드를 피워서 (12%),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 브랜드 담배 가격 (5%)으로 나타났다.70

1-3차 조사에서 브랜드 선택 이유에 대한 경향성을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브랜드 선택의 이유로 담뱃갑 디자인을 

선택한 사람이 2차 조사 시 10%에서 3차 조사 시 20%로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담뱃갑 디자인은 한국에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담배업계에서는 이를 마케팅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결과에 내포된 의미는 담뱃갑에 그림으로 된 경고가 없기 때문에 담배업계는 담뱃갑의 디자인과 색상을 이용하여 더 

안전한 담배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회를 무제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 

흡연 습관 및 흡연자 인식도

ITC 한국 조사는 담배 소비량, 브랜드 선택 및 사용제품 유형 등 흡연 행동의 많은 측면을 

측정한다.  3차 조사에서는 (2010), 금연초 및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질문이 추가되었다. 

한국에서는 몇 가지 브랜드의 금연초가 안전한 담배 및 금연을 돕는 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2007년 이후 한국에서 이용 가능해졌으며,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ITC 조사는 흡연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한 생각 및 담배규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치에 대한 지지 수준을 결정하는 질문 등 흡연에 대한 흡연자의 인지와 의견의 몇 가지 

측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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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초(Herbal Cigarettes) – 행동 및 인식
한국에서는 나무의 잎이나 초본으로만 된 금연초와 나무의 잎이나 초본을 담배와 섞어 만든 금연초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KFDA)에 의해 금연 보조제로 인가를 받았다. 4개 브랜드의 초본과 금연초가 한국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된 2002년 이후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들 담배는 제조사가 흡연의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들 주장은 과학적 연구에 의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71 ITC 한국 3차 조사 (2010)에서는 

흡연자에게 금연초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시도해 보았는지, 금연초의 사용빈도, 사용이유, 구매처 및 유해성에 대한 

인식 등을 질문했다.

금연초의 인식

한국 흡연자의 84%가 금연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림 3. 현재 브랜드를 피운 지 1년 미만인 흡연자 중 현재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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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거의 3분의 

2는 (64%)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한다. 절반 

가량은 (49%) 

덜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금연초에 대해 들어본 경우

대다수가 친구나 친척(31%),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29%), 신문이나 잡지

(15%)를 통해 금연초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초를 피워 본 경험 

흡연자의 29%가 금연초를 피워 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구매처

금연초를 구매한 흡연자 대다수 (40%)가 조사 목록에 없는 구매처에서 

구매했으며, 29%는 친구나 친척에게 샀고, 10%는 편의점, 주유소 또는 

식료품점 등에서 샀고, 8%는 인터넷에서 샀다.

금연초를 피워 본 적이 있는 사람 중 사용 빈도

나무의 잎이나 초본으로만

금연초 이용에 대한 이유

금연초를 피워 본 경험이 있는 흡연자의 대다수 (74%)는 금연 목적으로 

사용했다. 절반 이상 (58%)은 흡연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 43%는 덜 

해롭다고 믿어서 사용했으며 4%는 맛이 더 좋아서 사용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흡연자의 금연초(herbal cigarette) 사용 이유, 3차 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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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인지

한국의 담배흡연자 대다수 (70%)가 금연초는 일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고 생각한다. 24%는 금연초가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롭다고 생각하며 7%는 일반 담배에 비해 더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들 결과로 금연초가 한국의 흡연자에게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나 금연초가 

안전한 제품이고 금연에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 담배 (Electronic Cigarettes)  – 행동 및 인식  
한국에서 전자담배 (e-담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C 한국 3차 조사에서는 (2010)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 사용범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 유해성 인지 및 구매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 세트가 

포함되었다.

전자담배의 인식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대다수 (80%)가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43%) 

및 친구나 친지 (33%)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 본 가장 보편적인 경로였다. 흡연자들은 또한 인터넷 (8%), 

담배를 판매하는 다른 어딘가 (상점, 가게, 또는 기타 주류 설치물이 아닌)  (8%), 신문 및 잡지 (75) 등에서 전자담배에 

대해 들었다고 응답했다.

전자담배의 사용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흡연자 중, 3차 조사에서 16%가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는 이 16% 중에서 15%는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반면 절반 (52%)은  담배를 매일 

그 이하로 사용한다.72 3차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흡연자 84%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전자담배 

시도에 관심이 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이유73

3차 조사에서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한국 

흡연자의 거의 3분의 2가 (64%) 금연을 돕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림 5 

참조).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덜 해롭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49%), 그 밖에 일반담배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47%), 

일반 담배 흡연 숫자를 줄이기 위해 (47%)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했다.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의 6%만이 맛 때문에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림 5.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중인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 이유, 3차 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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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생각

3차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한국 흡연자의 대략 3분의 2가량이 (76%)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20%는 똑같이 해롭다고 믿고 있다. 나머지 3%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한다.

전자담배 구매

3차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는 흡연자 중에서, 가장 흔한 구매처는 친구나 친지 (49%) 또는 인터넷 

(24%)이었다. 기타 구매처로는 담배를 판매하는 다른 어딘가 (상점, 가게 또는 기타 주류 설치물이 아닌) (17%),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6%) 등이 있다.

흡연자의 인식

흡연에 대하여 인지된 규범

ITC 한국 조사에는 흡연에 대해 몇가지 가치관에 대한 측정이 포함된다. 이들 측정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흡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질문했을 때, 시간이 지나며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흡연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1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49%가 흡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2차 조사에서는 40% 3차 조사에서는 43%였다. 한국 흡연자의 대다수가 사회가 흡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고있다. 1-3차 조사 모두에서 80% 이상의 흡연자가 (1차 86%, 2차 88%, 3차 83%) 사회가 흡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했다.

후회 및 정부조치에 대한 지지

ITC Korea 조사는 다시 할 수 있다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문장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하는 흡연자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흡연자의 거의 90%가 이 문장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했다. 흡연자의 대다수가 담배회사를 

고소하여 의료비용을 회수하고, 궐련담배를 금지하고 모든 담배제품을 완전히 금지하는 등 특정 방안을 포함하여 

담배규제 방안을 실시하는데 있어 정부가 더 강력한 역할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

모든 차수의 조사에서, 흡연자의 거의 90% 가량이 (1, 3차 88%, 2차 86%) 다시 할 수 있다면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장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 했다. 

ITC Korea 조사는 흡연자들이 담배규제에 있어 정부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  대다수의 흡연자 (흡연자 7명 중 6명)가 정부가 흡연의 유해성을 다루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차 86%, 2차 87%, 3차 86%).

 •  흡연자의 3분의 2 가량이 (2차 665, 3차 62%) 정부가 담배회사를 고소하여 담배사용으로 인한 의료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지지” 또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74

 •  흡연자의 절반 이상 (1차 63%, 2차 56%, 3차 61%)이 담배제품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했다. 

 •  2차 및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3분의 1 이상이 (2차 37%, 3차 39%) 모든 담배제품의 완전금지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했다.75



결론

1-3차 ITC Korea 조사 (2005-10) 결과는 거의 모든 흡연자가 매일 흡연자이며 공장에서 만든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브랜드 선택시,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맛과 타르 및 니코틴 함량을 브랜드 선택시 중요 요소로 

언급했다. 담뱃갑 디자인은 브랜드 선택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흡연자들은 대체로 흡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흡연자의 대다수가 흡연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사회가 

흡연을 반대한다고 믿는다.

흡연자 대다수가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지지한다. 흡연자 7명 중 

6명은 정부가 흡연의 유해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의  3분의 2는 정부가 담배회사를 

고소하여 의료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반 이상은 담배제품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흡연자의 3분의 1 이상이 모든 담배제품의 완전금지를 지지한다.

한국 흡연자의 대다수가 금연초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었다. 흡연자의 3분의 1 미만이 금연초를 피워 봤으며 금연초 

사용자의 3%만이 매일 사용자이다. 금연초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대다수가 금연을 돕기 위해 또는 일반 담배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나 금연초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용한다. 식물의 잎이나 초본을 담배잎과 

혼합한 금연초제품의 사용률과 유해성 인지 및 사용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담뱃갑 

오도문구에 대한 규제의 미비, 담뱃갑 그림경고의 미비 등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흡연자들은 금연초를 덜 유해한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전자담배 (e-담배)는 한국에서 사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ITC 한국 3차 조사결과는 흡연자의 대다수가 전자담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들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흡연자의 16%
만이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흡연자의 3분의 1 이상이 시도해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이유로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금연을 돕기 위해서인데, 

금연도구로서 전자담배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이는 우려스럽다. 

그림 6.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조치를 지지하는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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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고 담배중독
ITC 한국 조사는 흡연자에게 스스로 담배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3차례의 조사 모두에서 3분의 1 이상의 흡연자는 자신이 담배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약 

3분의 1 (34%)이 매우 중독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비율은 2차 조사에서는 41%로 증가했고, 3차 조사에서는 39%
로 약간 떨어졌다.

금연

FCTC 14조 실시에 대한 지침은 당사국들이 담배를 끊기 원하는 흡연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시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광범위한 접근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기를 장려한다. 2005년, 한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클리닉을 제공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이곳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무료 행동상담 및 니코틴대체요법 (NRT)을 제공한다. 또한, 2006년 이후 

보건복지부(Quitline)를 설치하여, 흡연자에게 상담 및 금연을 위한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ITC 한국 조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 이용을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금연서비스 

이용 및 인식은 물론 금연에 대한 흡연자의 의지와 금연을 생각하는 이유를 평가한다. 

금연시도 및 금연의향
각 조사에서 흡연자의 대부분 (약 80%)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비율은 3차에 걸친 

조사 전체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1차 81%, 2
차 83%, 3차 78%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해 보았다고 말했다.76

과거 금연시도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다수는 

가까운 장래에 담배를 끊겠다는 심각한 계획이 

없다.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자의 반 

이상이상이 금연 계획이 없거나, “향후 젠가, 6
개월이후” 담배를 끊을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이 비율은 조사 기간 전체에 걸쳐 증가했다 (1
차 58%, 2차 62%, 3차 64%) (그림 7 참조). 각 

조사별로 금연 계획이 있는 흡연자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흡연자의 약 40%는 6개월 

이내에 금연계획이 있었다 (1차 42%, 2차 38%, 

3차 36%).

그림 7. 금연을 계획 중인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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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은 담배를 끊는 능력에 있어 그리 자신감이 있지 않았다. “만약 금연을 원한다면, 당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운가?”라고 질문했을 때, 각 조사차 시별로 흡연자의 대다수가 (1차 80%, 2차 85%, 3차 84%) 끊기에  

“다소”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했다. 금연 의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6개월 후 완전히 담배를 

끊기로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을 확신하는가?” 라고 질문했다. 각 조사차 시별로 흡연자의 4분의 1 미만이 (1차 

19%, 2차 23%, 3차 22%) “매우” 또는 “극히” 금연에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응답했다. 

담배를 끊으려는 이유
1-3차 ITC 한국 조사는 현재 금연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흡연자들에게 최근 6개월간 금연에 대해 생각한  

이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3차조사에서, 금연을 생각한 이유로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참조):

1. 개인 건강에 대한 우려 (82%) 
2.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우려 (73%) 
3.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흡연을 반대 (62%) 
4.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55%) 

5. 사회가 흡연을 찬성하지 않음 (48%)

1-3차에 걸친 조사에서, 흡연자의 4분의 3이상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 (1차 80%, 2차 79%, 3차 82%)와 

비흡연자에 대한 담배연기의 간접흡연에 해로움 영향 (73%, 69%, 73%)을 금연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로 언급했다.

흡연자의 절반 이상은 또한 각 조사에서 가족과 친지가 반대 (2차및 3차에서 62%) 및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58%, 60%, 55%) 등의 이유로 금연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77 3차조사에서 흡연자의 절반가량이 (48%) 흡연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금연에 대한 이유로 언급했으며, 이 비율은 1차 44%와 2차 42%에 비해 증가했다.

금연정책과 관련된 금연 이유는 1차및 3차조사 사이에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가격을 금연의 이유로 

언급한 비율은 1차 38%에서 2차및 3차 27%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연의 이유로 언급된 비율이 감소했다. 1차조사에서는 흡연자의 3분의 1 (35%)이 

직장에서의 흡연 제한을 금연의 이유로 언급했다. 이는 2차 조사에서 4분의 1 (26%)로 떨어졌으며, 3차 조사에서는 

다시 30%로 약간 증가했다. 직장에서의 흡연정책은 이와 비슷하게 1차조사에서의 3분의 1 (35%)에서 2차 32% 및 3
차 30%로떨어졌다.  

흡연의 건강위험에 대한 광고 또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조사의 30%에서 2차 26%, 3차 20%로 떨어졌다.

이와 비슷하게 의료전문가로부터 받은 금연에 대한 조언은 1차조사에서의 31%에서 2차 27% 및 3차 23%로 

떨어졌다. 

무료 또는 저렴한 금연 약물투여는 1차및 2차 조사에서 11%, 3차 사에서 12% 흡연자에서 금연의 동기가 되었다. 

금연상담전화(Quitline)는 가장 적게 금연의 동기가 된 이유였다.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의 6%만이 

금연상담전화(quitline) 때문에 금연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대체로, 이들 결과는 자신의 건강 및 타인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친구, 가족 및 사회에서의 비난이 한국의 흡연자가 

금연에 대해 생각한 가장 보편적인 이유이다. 흡연자들은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을 금연에 대한 중요이유로 

밝혔다. 담배가격, 흡연제한, 건강위험에 대한 홍보/정보, 의료전문가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음, 담뱃갑의 건강경고 

등 보다 강력한 FCTC 정책실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연에 대한 이유는 금연을 생각할 때 가장 덜 보편적인 

이유들이었으며 모두 시간경과에 따라 금연생각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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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근 6개월간 금연 이유에 대해 “약간” 또는 “매우 많이” 생각해 본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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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서비스인식및이용
한국에서는의사, 금연클리닉, Quitline 서비스방문 

등을 포함하는 금연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2

차및 3차 ITC 한국 조사에 추가되어 이들 서비스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과 이용을 평가했다.

2차및 3차 조사 모두에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흡연자 (2차 47% 및 3차 49%)가 최근 12개월간  

(또는 재접촉 응답자의 경우 지난 조사일 이후)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들 흡연자 중에서, 두 조사 모두에서 

53%가 방문시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았으며, 

4%는 추가적인 도움이나 금연을 도와주는 

다른 서비스  추천을 받았고, 1%는 금연약물에 

대한 처방을, 5%(2차에서는 6%)는 금연방법에                                

대한 팸플릿이나 브로셔를 받았다 (그림 9 참조).

무료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Quitline)를 기반으로 

하는 금연 진료 서비스는 ITC 한국 2차 조사 이전인 

2005년과 2006년 이후 한국에서 이용 가능해졌다. 

2차및 3차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이들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및 이용해 보았는지에 대해서와 이들 

서비스이용에 관심이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흡연자의 대다수 (2차 69% 및 3차 71%)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었다. 이들 흡연자의 4분의 

1 미만 (2차 18% 3차 22%) (또는 모든 흡연자의 16%)이 실제로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다 (그림 10 참조).

모든 흡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보건소내의 금연클리닉은 무료상담과 무료 약물치료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금연을 돕습니다. 보건소 내의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각조사별로 

흡연자의 절반 가량이 (2차 50% 및 3차 46%) 이 들 서비스 이용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흡연자들은 금연콜센터에 대해 훨씬 적게 알고 있었다: 2차조사에서는 9%, 3차 조사에서는 10%만이 금연콜센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었다. 이들 흡연자 중 적은 비율 (2차 15%, 3차 20%78)  (또는 모든 흡연자의 2%)가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림 10 참조). 모든 흡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금연콜센터  서비스에서는 

여러분의 금연을 도와줄 무료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연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상담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하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차에서는 44%, 3차에서는 34%로 줄어들었다.

2차와 3차조사에서 모든 흡연자는 작년 (또는 지난 조사일 이후) 다양한 출처에서 금연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도 받았지만, 10% 미만의 흡연자만이 어딘가로부터 조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출처는 지역 금연서비스 (2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10%, 3차 조사에서 8%가 조언을 받았다고 응답) 였으며, 그 다음은 

인터넷 (2차 6%, 3차 5%)과 전화 또는 금연콜센터 서비스 (각 조사별 3%)였다 (그림 10 참조).

그림 9. 최근 12개월 간 의사를 방문한 

흡연자가 받은 금연 도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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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서비스에 대한 지지 및 의견
3차조사에서는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가 한국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물었고, 이에 약 3분의 1 

가량이 (32%) 이들 서비스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적당히” 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흡연자들은 또한 

금연약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대다수가 (87%)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10. 다양한 출처로부터 금연에 대한 정보를 받은 흡연자의 비율*



결론

한국은 흡연자에게 무료전화 상담인 금연콜센터 서비스는 물론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및 약물투여 포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2010년 

이들 서비스를 조사한 바로는, 금연클리닉이 금연콜센터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금연클리닉은 한국 전역의 250개 보건소에 위치해 

있으며 대략 7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 금연콜센터에는 13
명의 상담사만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에 대한 인식과 이용은 다른 ITC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0년, 한국의 금연클리닉 이용률 (흡연자의 16%)은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및 호주에 비해 높았다. 2010년에는 한국 

흡연자의 2%만이 금연콜센터를 이용했지만, 흡연자의 3분의 1이 금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 또는 보건전문가를 방문했던 흡연자의 대략 절반 가량(2008년과 

2010년 53%) 이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는 중국과는 거의 동일한 

비율이지만, 의료전문가를 방문한 흡연자의 3분의 2 이상이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 보고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낮다. 한국 

흡연자들이 무료로 이러한 금연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지를 제고할 

여지와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확신을 높일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금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ITC 결과는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과거에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나 대부분이 당장 담배를 끊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또한 금연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없다. 

흡연자들이 금연에 대해 생각한 주요 이유는 자신의 건강과 비흡연자의 

건강, 가족 및 사회적 비난,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음 등 개인적인 

것이다. 담배가격, 담뱃갑에 표시된 건강경고 및 흡연제한 등 금연정책 

관련요소는 많은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이유라고 언급되지 않았으며 

각 조사별로 소수의 흡연자만 이를 언급했다. 금연홍보는 금연에 대해 

생각한 특정 이유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금연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로 

가장 자주 언급된 두 가지 이유인 건강위험 및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흡연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이들 결과로 

한국에서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과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금연에 

있어 흡연자를 

보조할 강력한 

국가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ITC 조사에서, 

한국흡연자들의 

정부지원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2010
년 16%)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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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사업장 금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발효 이후 금연정책이 자리를 잡아 왔으며, 여러 시설 내에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1차 조사 (2005년 12월)와 2차 조사 (2008년 10-12월) 사이인 

2006년에는, 공장, 지자체 건물 및 실내 작업장 등이 추가되어,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건물 목록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법률로 지정된 흡연실도 둘 수 없는 절대  금연구역은  초∙ 

중학교, 병원, 어린이집 뿐이다.

ITC 한국 2차 조사와 3차 조사 (2010년 10-12월) 사이인 2010년 4월에, 이 법은 지자체에 

옥외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고, 그 이후 서울을 포함한 여러 시에서 광장, 

버스정류장 및 공원을 포함한 사람의 왕래가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여 2015년 1월까지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완전 금지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8일까지는 150m2 이상의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2014년 1월부터는 100m2 이상의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실내 작업장에서의 흡연
각 조사에서 약 3분의 2의 흡연자가 현재 집 

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차 77%, 

2차 72%, 3차 73%)  ITC 한국 조사에서는 

집 이외에서 근무하는 흡연자에게 지난 달 

그들이 일하는 실내 구역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인지했는지 질문했다. 1차 및 2
차 조사에서는 집 이외에서 근무하는 흡연자의 

대략 절반 가량이 (1차 47%, 2차 46%) 지난 

달 사람들이 실내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지만, 이 비율은 3차 조사에서 32%로 

떨어졌다.

그림 11. 직장에서 일하는 흡연자 중 직장에서 실내 

흡연을 목격한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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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작업장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한 지지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작업장의 

모든 실내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야 하는지, 일부 

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야 하는지,  어떤 곳에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직장에서 실내흡연 완전금지를 

지지 (“전혀”로 응답한 사람)하는 사람은 1차 

조사 19%에서 2차 조사 31%로 증가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32%로 변동이 없었다. (그림 12 참조).  

각 조사 별로 흡연자의 대다수가 작업장 내의  

“일부” 실내구역에서 흡연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1차 78%, 2차 66%, 3차 64%).

식당 및 카페에서의 흡연
최근 6개월간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는 

흡연자들에게 최근 방문 시 누군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인지했는지 질문했다. 1
차 조사에서는 76%, 2차 조사에서는 75%, 3차 

조사에서는 69%가  “예”라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식당 또는 카페 대부분에서 흡연자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ITC 국가간 비교에서는 10개 

고소득 ITC 국가 중 식당에서의 흡연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9

그림12. 직장의 모든 구역에서 완전금연을 지지하는 

흡연자의 비율(%)

그림 13. 최근 방문 시 사람들이 음식점 및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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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최근 방문 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흡연자 및 과거 흡연자의 비율 (국가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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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카페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한 지지
음식점과 카페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지지율이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거의 2배가 되었다. 1
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17%가 음식점 및 카페의 

실내 구역에서 흡연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고 응답했다. 2차 조사에서 30%로 증가하였으며, 3
차 조사 시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흡연자가 

29%로 나타났다 (그림 15 참조).

술집에서의 흡연
한국에서는 술집에서의 흡연이 매우 일반적이다. 

모든 조사에서  최근 6개월 간 술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 거의 모든 (97%) 흡연자가 최근 방문 시 

사람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림 16 참조). 16개의 고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중 한국에서 술집에서 흡연이 관찰된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17 참조)80.

그림 16. 최근 방문 시 사람들이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흡연자의 비율

그림15. 음식점 및 카페에서 완전금연을 지지하는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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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최근 6개월 간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흡연자 

및 과거 흡연자의 비율 (국가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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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한 지지
한국에서 술집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흡연자의 지지는 낮은 편이다. 흡연자의 단 6%만이 

1차 조사에서 술집 실내공간에서 흡연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2
차 조사에서 12%로 약간 증가했고, 그 후 3차 

조사에서는 동일하게 (11%) 유지되었다 (그림 18 

참조).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한 지지
ITC Korea 조사는 많은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흡연자의 지지도를 평가했다. 

여기에는 2010년 (2차 조사와 3차 조사 사이) 

지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 받고 

실제로 금연구역 지정이 시행된 일부 시가 

포함된다.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흡연자에게 다음을 질문했다. “다음 기타 공공장소의 옥외구역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흡연을 옥외 구역에서 모두 허용하거나, 일부 옥외 구역에서 허용하거나, 전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9 참조).

음식점, 카페, 술집의 옥외 공간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흡연자의 지지는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음식점 또는 카페의 옥외 구역에서 흡연을 전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차 4%에서 3차 10%로 증가했다. 또한 이들 옥외 구역에서의 실외흡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이 

기간 중 감소하였다. 모든 옥외 식사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흡연자의 비율은 2차 조사(57%)에 

비해 3차 조사에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비슷하게 술집  옥외구역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지지도 2차 조사 

3%에서 3차 조사4%로 증가했지만, 술집의 모든 옥외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차 

조사 시 60%에서 3차 조사 시 48%로 떨어졌다.

버스정류장, 공원 및 붐비는 거리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지지 역시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증가했다. 버스 

정류장의 모든 옥외 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흡연자의 비율은 2차 조사 시 30%에서 3차 조사 시 

44%로 증가했고, 공원에 대해서는 18%에서 30%로, 혼잡한 거리에 대해서는 29%에서 36%로 증가했다. 이들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흡연자는 겨우 10%에서 17% 범위였다.

3차 조사는 또한 몇 개의 추가 옥외구역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한 지지도를 평가했다. 학교구역 (71%), 횡단보도 (49%) 

및 야외 놀이터 (38%)에서의 완전흡연금지에 대하여 흡연자들은 강력하게 지지했다.  흡연자의 4분의 1 이상이 

금연건물 입구에서 5미터 이내 (29%) 및 관광지 (27%)에서의 금연을 지지했다.

그림18. 술집에서의 완전금연을 지지하는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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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및 가정에서의 흡연
ITC 한국 1-3차 조사에서는 비흡연자가 동승한 개인용 자동차 내에서의 흡연율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비흡연자가 

동승한 승용차나 개인용 자동차 내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흡연자의 비율은 1차 조사부터 3
차 조사까지 증가했다. 1차 조사에서는 49%의 흡연자가 비흡연자가 동승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65%, 3차 조사에서는 7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차 및 3차 조사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차 안에서의 흡연에 대한 추가 질문이 포함되었다. 지난 달 아이가 동승한 

차 안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흡연자의 비율은 2차에 비해 3차 조사에서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2차 조사에서는 17%의 흡연자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아이가 동승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차 조사에서는 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이가 동승한 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는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매우 높았다. 2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95%, 3차 조사에서는 94%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3차 조사 시 흡연자들은 아이와 동승한 차 

안에서 흡연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1% 미만의 흡연자가 아이가 차 안에 있을 때  흡연을 허용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차 안에 아이가 있으면 절대로 흡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림19. 다양한 야외구역에서 완전금연을 지지하는 흡연자의 비율



결론

한국은 최근 수년간 법률로 지정된 금연 구역의 범위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이 법은 여전히 포괄적이지 않다. 그 

결과 직장, 음식점,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1차 조사(2005)에서 3차 조사(2010)까지 감소해왔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율은 여전히 모든 ITC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음식점 및 바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최근 방문 시 실내 흡연을 목격했다고 대답했다.  

근로자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보다 포괄적인 간접흡연 규제 

법률과 이들 법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ITC 한국 조사 결과는 흡연자들이 이런 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실내 직장, 음식점, 술집 및 여러 옥외구역에 대한 간접흡연 규제법률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였고, 옥외 학교구역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지지는 특히 높다 (71%). 여러 지자체가 혼잡한 다양한 

옥외구역에서 흡연금지를 실시한 이후 모든 옥외구역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증가는 흡연 금지 실시 

이후 금연구역 선포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다는 다른 ITC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대다수 (63%)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조례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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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정 내 흡연금지 비율은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증가했다 (그림 20 참조).  1차 조사 

시, 흡연자의 29% 만이 집안 어느 곳에서도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2
차 조사에서는 43%로, 3차 조사에서는 절반을 

약간 넘게(53%) 증가했다. ITC 프로젝트 결과에서 

가정내 흡연 금지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금연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금지 가정의 증가는 금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1 

금연구역에 대한 법률

(Smoke-free Law)에 대한 

지식 및 지지 
ITC 한국 2차 및 3차 조사 사이에, 지자체는 옥외 공공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3차 조사 시 다음 질문으로 평가하였다: “정부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10년 5
월 27일) 지자체가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흡연자의 38%만이 개정된 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3차 조사에서는 일정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도 평가했으며, 

흡연자의 대다수 (63%)는 이러한 법을 “지지”하거나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흡연자들은 한국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중재들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대략 흡연자의 3분의 1 가량이 (32%) 모든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 또는 “매우 효과적” 이라고 생각했으며, 약 3분의 1의 흡연자들은 (32%) 금연구역을 정한 법률의 

강력한 집행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20. 집에서 “결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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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건강경고 라벨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문구로 된 건강경고문은 경고 메시지의 내용이 몇 번 바뀌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1976년 이후 담뱃갑에 등장했다. 2008년 12월, ITC 한국 2차 조사 및 3차 조사 

사이에 “담배연기에는 나프틸라민, 니켈, 벤젠, 염화비닐, 비소 및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뱃갑에 표시되도록 규제되었다.  

오늘날 현재의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은 2008년 11월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 11조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30%에 불과하고, 그림 또는 사진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 8일부터  

금연콜센터( Quitline) 번호를 담뱃갑에 삽입할 예정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향후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하는 건강경고 라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경고효과의 변화
ITC 한국 조사에는 건강경고 라벨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반응, 건강경고의 효과와 

지지를 평가하는 광범위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로 한국에서 담뱃갑의 건강경고문구는 대다수의 흡연자에게 효과가 

적으며, 대체로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참조). 

건강경고 인식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의 대부분은 담뱃갑의 건강경고를 자주 인식하지 

못했다. 1차 및 2차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40%가 지난 달 담뱃갑의 건강경고를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인식했다고 보고했으며,  3차 조사에서 이 비율은 38%로 

약간 떨어졌다.

건강경고를 면밀하게 읽기/보기

건강경고를 면밀히 읽거나 보는 흡연자의 비율은 1차에서 3차까지 감소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35%가 지난 

달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건강경고 라벨을 읽거나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 비율은 2차 조사에서 26%로, 3차 조사에서 

25%로 떨어졌다.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생각 

각 조사에서 흡연자의 약 3분의 1 가량이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이 흡연의 건강위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고 응답했다. 

1차 및 2차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34%는 경고가 흡연의 위험에 대해 “약간” 또는 “많이” 생각하게 만든다고 

응답했고, 이는 3차 조사에서 32%로 약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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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대한 생각

각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뱃갑의 건강경고 라벨이 어느 정도 금연에 대해 더 생각하게 만듭니까?”라는 질문도 

받았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17%가 건강경고 라벨이 “약간” 또는 “많이” 금연에 대해 더 생각하게 한다고 

응답했으나, 2차 및 3차 조사 에서는  흡연자의 12%로 떨어졌다. 

건강경고 라벨 피하기 

2차 및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대다수가 지난 달 경고 라벨을 안 보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2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5%가, 3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4%만이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을 보거나 그것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82.

흡연 욕구 참기

건강경고로 인해 지난 달 적어도 한번 이상 흡연을 참았다고 말한 흡연자의 비율도 낮았으며, 최근 조사에서 더 

감소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16%가 경고로 인해 적어도 한번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이를 중지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차에서 12%, 3차에서 11%로 감소했다. 

그림 21.  지난 달 담뱃갑 건강경고에 대한 흡연자의 인지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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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의 타르, 니코틴, 발암물질 정보
타르와 니코틴 정보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 이후 2002년부터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요구되었다. 3차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들은 얼마나 자주 담뱃갑의 타르와 니코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읽거나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타르와 니코틴 정보를 읽는다고 응답한 흡연자의 비율은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증가했으나, 

흡연자의 3분의 1 미만이 그 정보를 본다고 응답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10%가 지난 달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그 정보를 자세히 읽거나 본다고 응답했으며, 2차 조사에서 27%, 3차 조사에서 29%로 증가했다.

정부가 2008년 12월 담배의 발암물질에 대하여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이후, 새로운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질문이 2010년의 3차 조사에 추가되었다. 조사 결과 흡연자의 대다수가 새로운 발암물질 정보를 인식하지 않으며, 

그 정보가 흡연의 위험이나 금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흡연자의 19%만이 지난 달 “자주” 또는 

“매우 자주” 발암물질 정보를 인식했었다고 응답했으며, 37%는 발암물질 정보가 흡연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고 

응답했고, 20%는 그 정보로 금연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그림 22.  담배포장에 건강정보가 더 많이, 더 적게 또는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흡연자의 비율 (국가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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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의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지지
2차 및 3차 조사에서 대다수의 흡연자가 더 많은 건강 정보가 담뱃갑에 표시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담뱃갑에 

지금보다 많은/적은/동일한 양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2차 및 3차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55%)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더 적은 정보” 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흡연자는 겨우 6%였다83.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15개 ITC 조사국 중에서 담뱃갑에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는 남성 흡연자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84.    

흡연자들은 또한 담뱃갑에서 금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기를 원한다. 3차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뱃갑에 

금연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과 담뱃갑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인쇄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찬성/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흡연자의 대다수는 두 법안 모두를 지지했다: 81%가 담뱃갑에 금연정보를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 또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3%는 담뱃갑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인쇄하는  

법안을 지지했다85.

결론

FCTC는 담뱃갑의 건강경고 라벨에 흡연의 건강 위험에 대한 커다란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징한다. 

이러한 권고는 사진 경고가 문구 경고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ITC 연구 및 기타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ITC 한국 조사 결과 담뱃갑의 30%를 차지하는 현재의 문구로만 된 경고가 흡연자들에게 효과가 없으며, 경고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한국에서 보다 강력한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건강 경고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흡연자의 대다수는 건강경고를 인지하거나 자세히 읽지 않으며, 그 경고가 흡연자들을 흡연의 위험이나 금연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또한 4가지로 측정된 경고의 효과는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감소했다. 경고는 또한 

흡연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4%만이 경고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며 
11%만이 그 경고로 인해 적어도 한번 이상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중지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차 조사와 3차 

조사 사이에, 담뱃갑에 담배 연기의 발암물질에 대한 문장을 포함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대다수가 이 발암물질 정보에 대하여 자주 인식하지 않거나, 이 정보가 흡연 위험이나 금연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국정부는 FCTC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키고 담배 건강경고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담뱃갑 위에 사진으로 된 

건강 경고를 시행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 ITC 한국 조사결과로 흡연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흡연자가 더 많은 건강정보, 금연 방법에 대한 정보, 금연콜센터 전화번호가 

담뱃갑에 표시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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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브랜드 표시

많은 흡연자들이 “라이트”, “마일드” 또는 “저타르”라 불리는 담배가 덜 해롭지 않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잘못 알고 있다86, 87. FCTC 11조는 

당사국들에게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에 비해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상을 오도, 

현혹, 또는 창출하기 쉬운 담배 포장 및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의 용어에 대한 금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용어를 제거한 후에도 일부 흡연자들이 계속해서 특정 담배브랜드가 

다른 것에 비해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증거가 있다. 담배 회사는 색상 등의 포장 

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더 밝은 색상 또는 “라이트” 브랜드로 알려진 적이 있는 파란색 또는 

은색 등의 색상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촉진한다)88, 89. 지침 제 11조는 일부 

제품이 다른 것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담배 업계의 포장 디자인 기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디자인 없는 포장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은 2012년 8월 정부가 “라이트” 또는 “마일드”라는 단어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2013년 초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담배 포장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시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90.

현재 브랜드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
현재 피우고 있는 담배 브랜드를 식별한 

후, 흡연자들은 2차 및 3차 조사에서 

다른 담배 브랜드와 비교하여 현재 

브랜드의 유해성과 맛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흡연자의 대다수가 유해성 면에서 

그들이 피우고 있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반 가량의 흡연자가 그 

브랜드가 맛이 더 부드럽거나 목에 더 

순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23 참조).

그림 23.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그들이 현재 

피우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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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근거로, 여러분이 평소에 피우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조금 덜 해롭다/ 

차이가 없다/ 조금 더 해롭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흡연자의 4분의 1 이하가 자신이 피우는 

브랜드가 조금 덜 해롭다고 응답했다 (2차 20%, 3차 17%). 2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66%, 3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71%가 자신이 피우는 브랜드가 유해성 면에서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흡연자들은 그들의 브랜드가 다른 담배보다 맛이 더 가볍거나 더 강한지, 목에 더 자극적이거나 더 순한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2차 및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절반 가량이 그들의 담배가 맛이 더 가볍고 (51%) 목에 더 순하다

(52%)고 응답했다. 흡연자의 약 30%는 (2차 29% 및 3차 28%) 그들의 브랜드가 맛이 더 강하고, 20%는 (두 조사 

모두에서) 그들의 브랜드가 목에 더 자극적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생각
2차, 3차 ITC 한국 조사는 흡연자에게 다음을 질문했다. “일부 종류의 담배가 다른 종류에 비해 덜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담배가 동일하게 해롭다고 생각합니까?” 두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대다수가 (2차 89%, 
3차 88%) 모든 담배가 똑같이 해롭다고 응답했다.

이런 지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연자가 여전히 라이트 담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잘못 

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다 (그림 24 참조). 1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31%는 라이트 담배가 일반 강도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것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했다. 이 비율은 3차 조사에서 28%로 떨어졌다91. 1차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55%) 라이트 담배가 목이나 가슴에 더 순하다고 동의했고, 2차 조사에서는 52%, 3차 조사에는 

45%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1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39%가 라이트 담배 흡연자가 일반 강도의 담배에 비하여 적은 

타르를 흡수한다고 응답했고, 2차 조사에서는 37%가, 3차에서는 3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림 24. 순한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 



만약 한국이 덜 

유해한 담배가 

있다는 오해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라이트”

와 “마일드”

라는 단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한국정부는 

모든 담배 

포장의 외관을 

표준화하는 

호주의 디자인 

없는 포장 

입법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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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없는 포장(Plain Packaging)에 대한 

지지
ITC 한국 2차 및 3차 조사는 흡연자들에게 다음 문장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지 질문했다. “담배회사는 멋지게 보이는 디자인이 없게 포장된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각 조사 에서 절반 이상의 흡연자가 (2차 53%, 3차 55%) 

디자인 없는 포장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결론

한국의 흡연자 대다수는 모든 담배가 똑같이 해롭다고 말하고, 흡연자의 3
분의 2 이상이 자신이 피우는 브랜드가 유해성 면에서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라이트” 담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28%가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고 

응답했고, 45%는 목에 더 순하고, 30%는 타르를 더 적게 흡수한다고 말했다. 

또한  흡연자의 절반 가량이 자신이 피우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맛이 더 순하고 목에 덜 자극적이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고려할 때, 한국이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는 오해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라이트” 와 “마일드” 라는 단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정부는 담배업계가 색상 및 포장 디자인을 이용하여 

잘못된 믿음을 촉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담배 포장의 외관을 

표준화하는 호주의 디자인 없는 포장 입법안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 실제 

ITC 한국 조사는 대한민국 흡연자 대다수가 (3차 조사 시 55%) 담배의 잘못된 

마케팅을 방지하는 디자인 없는 포장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2010년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팔리는 담배 브랜드

호주의 디자인 없는 포장

(Plain Packaging) 담배



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
50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FCTC 13조는 당사국들에게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옥외 광고판 및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에서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담배 제품의 무료 배포도 

금지한다. 그러나 담배 소매점, 주로 남성독자를 가지는 인쇄매체, 또는 사회, 문화, 스포츠 

행사 (여성 및 청소년 대상 제외) 후원을 통해 담배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ITC 한국 1차 조사 

이후 이러한 규제에 대한 주요한 변화는 없었다.

담배 광고
ITC 한국 1-3차 조사 (2005-10)는 흡연자에게 최근 6개월간 다양한 장소에서 궐련담배 또는 담배제품이 광고되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여 담배광고 규제의 효과를 평가했다. 아래 결과는 담배의 광고 금지가 효과적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유형의 광고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담배광고는 신문, 잡지 및 담배가 

판매되는 소매점을 포함하여,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존재 및 인지되고 있다 (그림 25 참조).

그림 25. 최근 6개월 간 다양한 경로 및 매체에서 광고된 궐련 또는 

담배제품을 인식한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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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한국에서는 라디오 담배광고가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흡연자의 5% 미만 (1차 5%; 2 차 및 3차 4%)이 최근 6개월간 

라디오에서 담배 광고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포스터 및 옥외 입간판

옥외 입간판에서 담배광고는 금지되지만, 후원 행사 및 소매점의 포스터 등에서 담배가 광고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흡연자들이 포스터 및 광고판에서 담배 광고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45%가 최근 6
개월간 포스터 및 광고판에서 담배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2차 조사에서 26%, 3차 조사에서 19%로 

떨어졌다.  

신문 및 잡지

1주일에 1회 이하로 발생되는 잡지, 1년에 한번 이상 발행되는 외국어 정기 간행물, 외국어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등 여러 유형의 잡지 및 인쇄물에서 담배 광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간행물은 

담배 광고를 싣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연자들이 신문 및 잡지에서 담배 광고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2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33%, 3차 조사에서는 22%가 최근 6개월 간 담배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담배가 판매되는 소매점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담배 광고는 지정된 담배 소매점의 사업장 내에서 

허용되지만 사업장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6개월 간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의 창이나 상점 

내부에서 궐련담배나 담배제품이 광고되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절반 이상 (55%)이 “예”라고 대답했다. 이 비율은 2차 조사 52% 및 3차 조사 37%로 약간 떨어졌다 (그림 25 참조).

2차 및 3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담배제품이 판매되는 상점 내부에서 본 담배 광고에 대해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지난 달 상점 또는 가게의 내부에서 담배 브랜드 또는 로고가 들어간 표시나 사진, 또는 시계 등의 기타 

물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흡연자의 약 3분의 1이 (2차 조사 35%; 3차 조사 31%) “예” 라고 

응답했다 (그림 27 참조).

3차 조사에서 흡연자는 상점 내에서 그 브랜드에 대한 판촉을 인지했기 때문에 최근 6개월 간 보통 피우던 브랜드 

이외의 브랜드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흡연자의 17%가 특별 할인가격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사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1%는 광고나 진열 등, 특정 브랜드에 대한 판촉을 인지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구매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상점 내부에서의 담배 광고와 더불어, 담배 포장 그 자체도 한국의 상점 내부에서 눈에 띄며, 이는 담배 광고 및 브랜드 

이미지화에 기여할 수 있다. 2차 (91%) 및 3차 조사 (90%) 모두에서 흡연자의 대다수가 지난 달 선반 위나 카운터를 

포함하여 상점 내부에 진열된 담배 포장을 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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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회사의 후원
사회, 문화, 음악, 스포츠 행사에 대한 담배회사의 후원은 한국에서 허용되지만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후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품이 아닌 후원사의 이름만 광고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담배회사인 KT&G에 의한 담배회사의 스포츠 팀 후원은 역사가 길다. KT&G는 2001년까지 담배 생산에 

대한 국가 전매권을 보유했다. KT&G는 오랫동안 KT&G 농구팀, KT&G 탁구팀, KT&G 배드민턴팀, KT&G 배구팀 

등의 4개 스포츠 팀을 소유했다. 스포츠 선수들의 셔츠에 새겨진 KT&G 로고는 TV 중계되는 경기에서 눈에 띄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Korean Association on Smoking or Health; KASH) 가 담배회사의 스포츠팀 소유를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KT&G는 2010년 9월, 모든 스포츠 팀을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상공사 (KGC)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스포츠 선수들의 유니폼에서 KGC 로고만을 볼 수 있다.

ITC 한국 1-3차 조사에서는 흡연자들에게 최근 6개월 간 담배 브랜드 또는 담배 회사가  후원하거나 관련된 스포츠 

또는 문화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예술행사 후원보다는 스포츠 행사 후원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3차 조사에서 소수의 흡연자가 이러한 후원행사 중 하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림 26 참조).

흡연자의 10% 미만이 최근 6개월 간 담배 브랜드 또는 담배 회사가 후원하는 스포츠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9%가 어떤 브랜드와 연관된 스포츠 행사를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1차 조사 12%,   

2차 조사 16%) 또 다른 9%는 담배 회사와 연관된 스포츠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1차 조사 11%, 2차 조 

사 22%).

2차 조사에서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담배 회사 및 브랜드 인지 

증가에 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3차 조사에서의 감소는 스포츠  

팀 로고가 KT&G 에서 KGC 

(한국인삼공사)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ITC 한국 조사 결과에서 

담배회사의 예술행사 후원은 

한국에서 드물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의 2%가 담배 

브랜드가 드러나는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예술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는 1차 

및 2차 조사에서 담배회사 후원 

예술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이는 3차 조사 시 약간 

감소하여 1%로 떨어졌다.

그림 26. 최근 6개월 간 다양한 형태의 궐련 또는 

담배회사의  후원에 노출된 적이 있는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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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촉
ITC 한국 조사에는 담배 제품의 무료 증정이나 할인 등 담배 판촉에 관한 몇 가지 질문도 포함된다. 한국에서 

담배제품의 무료 배포는 금지되고 있으나 판촉 할인은 금지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담배 판촉활동은 본 조사에 

응답한 흡연자들에 의해 자주 인지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인지는 감소한다.

3차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들은 다음 질문을 받았다: “최근 6개월 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때, 흡연을 촉진하는 일을 얼마나 자주 인지했는가?” 흡연자의 5% 이하가 최근 6개월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흡연을 촉진하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1차 5%, 2차 4%, 3차 3%).

흡연자들은 최근 6개월간 특정 종류의 담배 판촉을 얼마나 자주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그림 27 참조). 3차 

조사에서 10% 미만이 술집에서 담배를 판촉하는 광고판, 포스터 및 브랜드 품목 (7%), 담배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들어간 의류 또는 기타 품목 (10%), 궐련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촉하는 인터넷 사이트 (2%), 담배를 판촉하는 

이메일 (1%), 담배를 판촉하는 우편 (1% 미만)92, 전단지 (1%), 담배와 연관된 경기 (2%)를 포함하여 각종 판촉을 

인지한 적이 있다. 판촉 할인 또는 무료 증정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7%가 최근 6개월간 무료 

담배샘플을 인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4%는 궐련담배를 살 때 다른 제품에 무료 증정 또는 특별 할인이 제공되는 

것을 인지했고, 1%는 궐련담배에 특별 가격이 제공되는 것을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1차 및 2차 조사 결과는 그림 27에 

나와있다. 
그림 27.  최근 6개월 간 다양한 형태의 궐련 또는 담배 

회사의 판촉행사에 노출된 적이 있는 흡연자의 비율 * †



결론

한국에서는 담배 제품에 대한 몇 가지 마케팅 제한이 있으며, 대체로 ITC 한국 1-3차 조사 (2005-10)에서 라디오 광고 

금지와 판촉 및 후원 금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배광고는 담배가 판매되는 소매점을 비롯하여, 특히 

신문 및 잡지 등에서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허용 및 인지되고 있다. 또한, 소매점에 진열되었을 때 담배 포장 자체가 

광고 형태로 작용할 수 있고 흡연자의 대다수가 상점에서 궐련담배 진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의 흡연자들은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지한다. 흡연자들의 대다수는 담배판촉 완전 금지 

상점 내의 담배광고 금지, 및 상점 내의 궐련담배 진열 금지 등 FCTC가 권장한 모든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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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에 대한 지지
ITC 한국 2차 및 3차 조사에서 흡연자들이 상점에서 궐련담배 및 담배 광고 및 진열 판촉에 대한 완전 금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참조).

“상점 및 가게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지지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2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76%, 3차 조사에서는 71%
가 “약간” 또는 “많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흡연자의 3분의 1 미만이 (2
차 25%, 3차 31%) 완전 금지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흡연자들은 상점 및 가게 내부에서 

담배 진열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2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55%, 3차 조사에서는 50%가 담배진열 

완전금지를 “약간” 또는 “많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흡연자들은 다음 문장에 

찬성/반대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궐련담배의 판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약 3분의 2가 (2차 

조사 67%, 3차 조사 65%)가 궐련담배 

판촉 금지에 대해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28.  점포 및 상점에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에 대한  

완전금지를 지지하는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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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사소통 및 교육 및 홍보

FCTC 12조는 당사국들에게 모든 이용 가능한 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하여 담배규제 문제의 

공공인식을 촉진 및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당사국들은 담배 중독성과 금연의 이득을 

포함하여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 노출의 건강위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한국의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발효되었으며, 정부가 국민에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였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 한국에서는 2000년 유명인사의 

흡연예방 캠페인 및 2005년 여러가지 유형의 언론 보도 및 강연 등을 포함한 금연 캠페인이 

두드러졌다.

ITC 한국 1-3차 조사는 (2005-10) 다양한 매체 및 출처를 통한 흡연방지 및 금연 캠페인의 

특징을 평가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에 대한 흡연자의 지식 변화를 측정했다.

흡연의 위험 또는 금연에 대한 지식 정보원
3차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들은 최근 6개월간 얼마나 자주 

흡연의 위험 또는 금연 장려에 대해 이야기하는 광고 또는 정보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각 조사 별로 4분의 1 이하의 

흡연자가 (1차 15%, 2차 25%, 3차 14%) 최근 6개월 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그러한 정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흡연예방 정보 인지 비율은 흡연자들이 다양한 특정 장소에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정보를 인지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더욱 

뚜렷했다. 3차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흡연의 위험 및 금연장려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된 정보원은 텔레비전 (1차 73%, 2차 

76%, 3차 61%), 담뱃갑 (1차 58%, 2차 69%, 3차 56%), 신문 또는 

잡지 (1차 45%, 2차 43%, 3차 36%), 포스터 또는 광고판 (1차 43%, 

2차 45%, 3차 36%)이었다. 비교적 낮은 빈도로 언급된 정보원은 

상점 창문 또는 내부 (1차 22%, 2차 19%, 3차 16%), 라디오 (1차 

21%, 2차 18%, 3차 13%), 인터넷 (1차 12%, 2차 22%, 3차 23%), 

영화 (1차 7%, 2차 11%, 3차 8%) 및 전단지 (1차 6%, 2차 7%, 3차 

6%)였다. 영화, 인터넷, 전단지를 제외한 정보 인지는 1차에서 3차 

조사까지 모든 출처에서 약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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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회사에서 얻은 정보
담배회사는 대체로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그들도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93, 94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담배회사가 시행하는 청소년 흡연 또는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는 광고 또는 정보를 인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흡연자의 4분의 1 가량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청소년 흡연을 주제로 하는 담배 회사 

캠페인으로부터 광고를 인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1차 24%, 2차 26%, 3차 23%) 약 10% 가량은 흡연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1차 10%, 2차 및 3차 8%).

3차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배회사가 흡연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82%)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림 29. 최근 6개월간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나 

금연을 장려하는 정보를 목격한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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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흡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 영향 및 질병 목록을 받고, 흡연이 이들 

각각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대체로 흡연자들 사이에서 흡연의 건강영향에 대한 지식은 낮은 

편이었다 (그림 30 참조).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4분의 3 이하가 흡연이 피부의 주름과 노화 (75%), 말초혈관질환 

(74%), 남성 흡연자의 발기부전 (64%),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심장마비 (56%), 흡연자의 뇌졸중 (54%)을 

야기한다고 생각했다. 흡연자의 절반 이하가 흡연이 실명 (39%), 방광암 (30%), 유방암 (28%)를 야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사가 거듭되면서 질문을 받은 모든 건강 영향에 대한 지식은 (피부의 주름 및 노화를 제외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간 증가했다. 어린이에서 구강 및 인후암, 천식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은 1차 및 2차 조사에서만 

평가되었다. 대략 4분의 3가량의 흡연자 (구강 및 인후암에 대해 77%, 어린이 천식에 대해 74%)가 이와 같은 흡연관련 

건강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0.  흡연이 다음 건강상태 또는 질병상태를 

야기한다고 믿고 있는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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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내의 화학물질 인식
3차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2008년 담뱃 갑에 다음 문장이 포함되기 

시작한 후, 담배 연기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지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담배 연기에는 나프틸라민, 니켈, 벤젠, 염화비닐, 비소 및 카드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일산화탄소, 납, 카드뮴, 벤젠 등의 

발암물질이 담배연기 속에서 발견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일산화탄소 (86%)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카드뮴 (70%), 

벤젠 (68%) 및 납 (58%) 순으로 높았다.

담배연기 내의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 문구가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을 높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었다. 2010
년 흡연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에 특정적으로 언급된 두 가지 

암 유발 물질인 카드뮴과 벤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지식은 경고 문구가 실시된 후에만 측정되었다. 또한 담배 연기 내의 

발암물질을 다루는 홍보 캠페인이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이 설치된 시기 

중 시작되었으므로,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이 흡연자의 지식에 미친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었다.

결론

한국은 지난 10년간 많은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흡연자의 4분의 1 이하만이 최근 6개월 간 

흡연예방 또는 금연 정보를 자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흡연자의 대다수는 특히 텔레비전에서 그러한 정보를 

인지했다고 응답하여 텔레비전 캠페인이 흡연자들에게 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은 대중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거의 텔레비전과 

맞먹는 중요 정보원이다.  

흡연의 건강 피해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조사 기간 중 높아졌지만, 지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특히 흡연에 

의해 야기되는 실명, 방광암, 유방암 등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흡연자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뱃갑에 강력한 사진을 포함한 건강경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흡연방지 캠페인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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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 및 세금 인상

담배 세금 인상은 담배 가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 방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FCTC 6조는 당사국들에게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가격 및 세금 인상을 채택하도록 의무화 

한다.

2004년 12월 한국의 담뱃세는 1갑 당 500원 인상되었으며 그 자금의 일부는 담배 규제 및 

건강증진 프로젝트에 소요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담뱃세 인상이 없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담배 가격은 낮게 유지되었고 흡연자들의 담배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5-11년 사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7% 상승했지만, 

담배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95

ITC 한국 1-3차 조사 (2005-10)에서는 최근 담배 구매 위치 및 소매점 수 제한에 대한 

지지여부를 비롯하여, 담배가격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과 담배 가격이 브랜드 선택 및 금연에 

대한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다.

가격 및 브랜드 선택
현재 브랜드를 피운 지 1년 미만인 흡연자에게 현재 브랜드를 선택한 가능성 있는 이유 목록을 제공하고 이들 요소 중 

어떤 것이 브랜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브랜드 선택 시 점점 덜 고려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16%가 가격이 브랜드 선택의 이유라고 응답했으나, 2차에서는 7%로 떨어졌다. 3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5%만이 가격을 결정의 요소라고 보고하여, 가격이 브랜드 선택의 이유로 가장 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참조). 

담배에 소요되는 돈에 대한 걱정
담배의 가격이 수요를 유의하게 줄이기에 충분하게 높은지 여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는 흡연자들이 담배에 쓰는 

돈에 대해 걱정하는지 여부이다.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56%가 자신이 담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데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했으나, 이 비율은 2차 및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각각 

51% 및 50%).

1차 조사에서만 흡연자들은 그들이 흡연에 쓰는 돈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흡연자의 대략 3
분의 1 정도만 (35%) 자신이 흡연에 쓰는 돈에 대하여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조사된 

모든 고소득 ITC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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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현재 브랜드를 피운 지 1년 미만인 흡연자 중 현재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 



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
61

그림 32. 지난 달에 흡연에 쓴 돈에 대해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생각하는 흡연자의 비율 (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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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이유로서 가격
담배 가격이 수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도록 

충분히 높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또 

다른 지표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로 가격을 언급하는가이다.  ITC 조사는 금연을 

생각하는 가능성 있는 이유 목록을 제공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흡연자들에게 (금연의향이 있다고 

보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최근 6
개월간 금연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했다 (“전혀”, “약간” 또는 “매우 많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격이 흡연자의 브랜드 선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금연의 

이유로도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  가격으로 인해 

금연에 대해 “약간” 또는 “매우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흡연자의 비율은 1차 (38%)와 2
차 조사 사이에 (27%) 거의 10% 가량 감소했고,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는 2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33 참조). 

담배 구매력
ITC 조사에서 얻은 자료로 담매 구매력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담배 1갑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원 (또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매력이 높을 수록 담배 1갑의 가격이 하루 수입 중 요구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ITC 한국 조사 사료를 이용하여 구매력 지수 (평균적으로 담배에 소요되는 일일 소득의 비율과 반비례)를 구축하고 1
차 (2005) 및 3차 조사 (2010) 사이에 한국에서의 담배 구매력 변화를 결정하였다. 이 분석은 가장 최근 담배 구매에 

지불된 가격, 하루에 피운 담배의 수 및 가계 수입에 대한 ITC 자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차에서 3차 조사까지 담배 

구매력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구매력 지수가 1.6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참조). 

이는 흡연자가 담배에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득의 3.1%만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ITC 프로젝트의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분석에 포함된 9개 고소득 국가 중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구매력이 상승한 단 2
개국 중 하나였다.

담배 구매력의 또 다른 측정으로, ITC 한국 2차 및 3차 조사는 흡연자들에게 다음을 질문했다: “최근 6개월 간 담배에 

소요된 돈 때문에 음식 등의 가계 필수품에 쓸 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조사 결과 한국의 담배의 구매력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6%만이 담배에 쓴 돈 때문에 가계 필수품에 쓸 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3차 조사 시 흡연자의 4%로 더욱 떨어졌다.

그림 33. 가격이 “다소” 또는 “매우 많이” 금연의 

이유라고 말한 흡연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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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6개국에서 담배 구매능력과 지난 1년간 담배 구매능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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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16개 ITC 

국가에 대하여 다음을 

보여준다. (a) 모리셔스에 

대한 자료는 2차 (2010) 

및 3차 (2011) 조사에 

대한 것임. 다른 나라 

자료는 1차 조사 연도 및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한 

것임. (b) 최신 CPDIR : 

가장 최근 조사 시 CPDIR 

(일일 흡연 담배 개비수 

/ 일일 소득) (c) 최신 

AffInd: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한 구매력 지수(AffInd) 

(CPDIR의 반비례).



결론

ITC Korea 조사 결과는 한국에서 실질적인 담뱃값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2004년 12월 

이후 담배세금 인상이 없었으며, 한국의 소득성장에 맞추어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구매력이 증가했다.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담배는 상당히 구매가능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담배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상승해왔다. 

현재의 담배 가격과 세금은 흡연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매우 소수의 흡연자만이 가격이 담배 브랜드 

선택의 이유라고 응답했으며, 흡연자의 3분의 1 미만에서만 담배에 지출하는 돈에 대해 자주 생각하거나 담배 가격 

때문에 금연을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격 및 세금과 관련한 모든 방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흡연자들은 보다 강력한 가격 및 세금 정책을 지지한다. 대략 3분의 1정도의 흡연자가 담배가격 인상이 한국에서 

흡연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다수의 흡연자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세금회피 증거도 거의 없으나, 대다수의 흡연자가 담배 소매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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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행동
세금 회피행동은 (tax avoidance) 나라간(cross-border) 쇼핑, 면세점 쇼핑 및 인터넷 구매 등 세금을 덜 내거나 

전혀 내지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구매행동을 포함한다. ITC Korea 조사결과, 한국의 흡연자 대다수는 

세금회피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북한하고만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

2차 및 3차 조사에서, 흡연자의 5% 이하만이 지역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담배를 사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차 5%, 3차 3%). 

흡연자들의 최근 담배를 산 장소에 대한 자료 분석 역시 세금회피행동에 대한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3
차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대다수 (98%)가 최근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응답했다. 

가장 일반적인 구매장소는 슈퍼마켓, 식품점 또는 약국이었으며 (1차 79%, 2차 63%, 3차 55%), 그 다음으로는 

편의점이었다 (1차 19%, 2차 36%, 3차 43%). 

흡연자들은 또한 최근 6개월간 인터넷, 전화, 또는 국외에서 담배를 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매우 

소수의 흡연자만이 그렇게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10% 미만의 흡연자가 최근 6개월간 

국외에서 담배를 사온 적이 있었고 (1차 및 3차 8%, 2차 10%), 각 조사에서 흡연자 1% 미만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담배를 사 본적이 있었다.

담배가격 인상 및 담배 소매점 제한에 대한 흡연자의 지지
흡연자들은 3차 조사에서 담배가격 인상이 한국에서 흡연율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3분의 1가량의 흡연자(31%)가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2차 및 3차 ITC 한국 조사에서 흡연자들에게 담배 소매점의 수를 제한하는 법을 지지/반대하는지 질문했다. 두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3분의 2 가량이 (2차 67%, 3차 64%) 그 법을 “지지” 또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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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결과에 내포된 의미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걸쳐 담배규제 방안을 시행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왔다. 

2005년 5월, 한국에서 FCTC를 비준하기 이전에도, 금연 정책의 시행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및 

옥외 광고판에서의 광고가 금지되었다. 또한 담뱃갑 앞면과  뒷면 면적의 30%이상에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다수의 공공 건물과 대중교통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2004년 12월, 담배세금에 대하여 담배 한갑 당 500원의 

실질적인 인상을 단행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이러한 금연정책들과 더불어 

언론을 통한 흡연 예방 캠페인이 2000년과 2005년에 시작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 클리닉도 2005년 3월 설치되었다.

2005년 5월 FCTC 비준 이후에는, 금연정책 발의와 시행이 줄어들었다. 금연상담전화

(Quitline)가 2006년 설립되었고, 2008년에는 담뱃값에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중 여섯 가지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지자체에 옥외에서의 금역구역 지정권한이 부여되었다. 

ITC 한국1-3차 조사 (2005-2010) 결과 한국에서 많은 금연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여러 주요 분야에서 FCTC의 요구 및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향후 있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해왔으나, 실행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간접흡연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하는 시급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금연정책 실시에 있어 성공 사례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밝히고 FCTC 정책분야 전반에 걸쳐 담배규제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조언을 하고자 

한다.



ITC National Report: Korea (2005-2010)
67

흡연 행동과 및 흡연자 인식 

성공적인 영역
한국의 흡연자들은 자신의 흡연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금연에 대해 우호적인 한국의 가치관을 알고 있다. 

흡연자의 대부분이 (2010년 88%) 흡연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2010년 43%)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흡연자의 80% 이상이 한국 사회가 흡연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흡연자의 대다수가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 방안을 지지한다. 흡연자 7명 중 6명 이상이 정부가 흡연의 

유해성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흡연자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2010년 62%) 정부가 담배회사를 

고소하여 의료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흡연자의 3분 1이상이 (2010년 39%) 모든 담배제품의 

완전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흡연자일지라도 보다 강력하고 긴급한 담배규제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정부가 담배규제 노력에 있어 좀더 신속하게 전진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
담배 가격은 낮은 편이며 물가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담배가격은 다음에 대한 영향력이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구매결정 (2) 흡연행동 (3) 흡연자들에게 금연 동기유발. 현재 담배정책의 

취약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와있다. 담배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가격이 가장. 적게 

언급되었다 (2008년 흡연자의 7%, 2010년 흡연자의 5%). 브랜드 선택에 있어 담뱃갑 디자인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흡연자의 10%에서 2010년에는 흡연자의 20%로 두 배가 되었다. 

금연초와 전자담배 사용률은 현재 낮은 편이지만 이들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이들 제품을 

이용하는 흡연자의 대다수는 이들 제품이 덜 유해하고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금연정책 지지자들은 전자담배 시장의 증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권고사항
한국 정부는 담배의 구매력과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담배 세금/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담뱃갑 디자인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 담배업계에서 이를 담배판촉과 담배가 덜 유해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담배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을 면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ITC 한국 조사의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전자담배 사용인구를 

파악해야 한다. 금연초 사용에 대한 추가 연구도 실시하여 잠재적인 건강 유해성과 금연보조제로서의 

효과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한국에서 금연초의 흡연율, 그 사용 이유 및 유해성 인지여부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여 이들 제품 규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규제하는 전략을 마련할 때 근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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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적인 분야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성공하기 전 몇 번의 금연 시도를 필요로 한다. 한국 흡연자의 4분의 3 이상 (1차 81%, 

2차 83%, 3차 78%)이 과거 언젠가 담배를 끊으려 노력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흡연자의 3분의 1 (1차 

42%, 2차 38%, 3차 36%)만이 향후 6개월 내에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흡연자들은 개인 건강에 

대한 흡연의 영향과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의 영향을 금연을 생각하는 주요 이유라고 생각했다.

한국 흡연자들 사이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인식과 이용은 다른 ITC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0
년 에는 흡연자의 거의 4분의 3 (71%) 정도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대해 알고 있었고, 흡연자의 16%는 

이들 클리닉을 방문해본 적이 있었다. ITC 자료는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및 

호주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흡연자의 10%는 2010년 금연콜센터(Quitline)에 대해 알고 있으며 2%는 이를 이용했다. 2010년에는, 

흡연자 5명 중 4명이상(81%)이 담뱃값에 금연정보를 표기하는 법을 “지지” 또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보고했고, 83%는 담배 갑에 금연콜센터(Quitline)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법을 “지지” 또는 “강력하게 지지”

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
금연에 있어 흡연자를 지지하는 강력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ITC 국가들처럼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해 생각하고 금연을 시도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흡연자들의 3분의 1 미만 (30%; 각각 13%, 21%, 27%)에서만 금연의 이유로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 흡연 예방 광고, 담배 가격 등에 대해 언급했다. 게다가 직장에서의 

흡연제한을 제외하고 이들 정책과 관련된 이유들 모두가 2005년과 2008년에 비해 더 낮아졌다. 

의사나 의료전문가에게 받은 금연에 대한 조언은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2010
년 의사를 방문한 흡연자의 절반이 (53%)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는 중국의 비율과 거의 동일하지만 

의료전문가를 방문한 흡연자의 3분의 2 이상이 금연에 대한 조언을 받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흡연자들은 그들이 이용 가능한 금연 서비스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 

권고사항
한국에서 포괄적인 금연구역에 대한 법,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 강력한 흡연예방 캠페인, 담배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가격책정 등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장려하는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FCTC 권장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을 실시 및 발효해야 한다.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의료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담뱃값 겉면에 이들 서비스를 

홍보하여 이들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권장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건강경고 라벨은 

8가지 유형의 담뱃갑 사진이 순환하면서 게재되며 금연의 이유, 금연의 이득, 금연콜센터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금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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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직장 금연 

성공적인 분야
2005년과 2010년 사이 직장, 음식점 및 카페에서 흡연 목격 비율이 줄어들었다. 관찰되는 흡연 감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혀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술집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흡연금지를 실시해온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음식점과 카페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흡연자들의 지지는 2005년 17%에서 2010년 29%로 거의 2배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가정과 자동차에서의 흡연 금지 발생률은 2005년과 2010년 사이 증가해왔으며, 이는 간접 흡연의 유해성 

인식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가정내 흡연금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3분의 1 가량 

(29%)에서 2010년에는 절반 이상 (53%)으로 증가했다.

아이가 동승한 차 안에서의 흡연율은 2008년 17%에서 2010년 8%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비흡연 

동승자가 있는 차 안에서의 흡연금지도 2005년 흡연자의 절반 정도(49%)에서 2010년 78%로 증가했다.

아이가 동승한 차 안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 수준의 지지가 있었다. 2008년에는 

흡연자의 98%, 2010년에는 94%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취약점
한국은 FCTC 가이드라인 8조에서 요구된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의 실내흡연에 대한 종합적인 금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ITC 한국 조사는 금연구역 실시의 결과를 보여준다. 2010년, 흡연자의 3분의 1 가량이 

(32%) 직장에서 실내 흡연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실내 흡연율의 발생은 접객업 사업장에서 훨씬 높은 

편이다.

2010년 흡연자의 3분의 2 이상이 (69%)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목격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0개 고소득 

ITC 국가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관찰된 흡연율 중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으며 거의 모든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높고,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16개 고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중 술집에서의 흡연율이 가장 높다. 3차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흡연자의 97%가 최근 방문 시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술집에서의 흡연 완전금지에 대한 흡연자들의 지지는 2010년 11%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이 지지 

수준은 국가의 매우 성공적인 포괄적 금연법 실시 이전 아일랜드 흡연자들의 지지 수준(13%)과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흡연 금지법에 대한 ITC 조사에서 술집에서 관찰된 흡연이 98%에서 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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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한국의 음식점에서의 금연구역 선포는 완전 실시까지 긴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5년 1월, 모든 음식점에서 실시). 이는 모든 한국인들이 앞으로 몇 년 더 간접흡연의 

유해한 영향에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완전 실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모든 실내 작업장, 술집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강력한 계획을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건강 보호에 

있어 금연구역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홍보 캠페인을 포함하여 FCTC 가이드라인 8조를 따라야 한다. 집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환경측정을 통한 모니터링과 

실시 후 흡연자 조사 등을 통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가 간접흡연 노출, 흡연자의 행동 및 태도, 

준수 및 집행, 그리고 다른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담뱃갑 건강경고 라벨 

성공적인 분야
담뱃갑은 한국에서 흡연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주는 주요 정보원이다. 담뱃값 위의 건강경고 라벨은 텔레비전 

광고 (2005년 58%, 2008년 69%, 2010년 56%)에 맞먹는 중요한 정보원이었으며, 이는 대중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데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건강경고 라벨의 가치를 보여준다. 

흡연자들은 담뱃갑 위에 더 많은 건강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2008년과 2010년 사이 

흡연자의 절반 이상 (55%)이 담뱃갑 위에 더 많은 건강정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은 15개 ITC 국가 

중 담뱃갑에 더 많은 건강정보를 원하는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재까지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도입하겠다는 시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담뱃갑 위에 작고, 

문구로만 된 경고 라벨을 가지고 있다. ITC 한국 조사결과에서는 이들 경고가 대다수의 흡연자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모든 건강경고 라벨 효과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떨어졌으며, 대부분의 

표시에 대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모리셔스 등 중간소득 국가를 포함하여 사진 경고를 실시해 

온 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권고사항
대한민국은 FCTC 가이드라인 11조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며, 이는 국가에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고 담뱃갑 주요 표면의 50% 이상을 덮는 건강경고 라벨을 도입하고 그림을 일정 

간격으로 바꾸도록 요구한다. 이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많은 ITC 국가에서 처럼 금연에 

대한 동기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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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일으키는 브랜드 표현 

성공적인 분야
한국 정부는 2012년 8월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의 단어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96. 한국의 흡연자들은 담배회사가 오해를 불러오는 표현과 포장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지지한다. 담배회사는 디자인 없는 담뱃값에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각 조사 별로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2차 53%, 3차 55%) 담배가 디자인없는 담뱃갑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또는  

“강력하게 동의”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FCTC 11조는 회원국에게 브랜드 명에서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를 빼도록 

권고한다. 게다가, 가이드라인 11조는 당사국들에게 밝은 색상 또는 밝은 색깔의 이름 (“블루” 나 “화이트” 

등)의 사용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 결과 소비자들에게 그 브랜드가 좀 덜 유해하다고 

믿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 이런 중요 정책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 

정부는 2002년에 담배회사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브랜드가 다른 것에 비해 덜 유해하다고 생각하도록 오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흡연자 (79%)가 유해성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자신이 

피우는 브랜드의 유해성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타르 및 니코틴 수치 등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더불어 흡연자들이 자신의 브랜드가 더 순하고 덜 자극적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특정 

제품의 디자인에 의해 촉진된다. 실제로 2008년과 2010년 흡연자의 절반이 자신이 피우는  브랜드가 맛이 

더 순하고 목에 덜 자극적이라고 응답했다. 2008년에는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55%) 라이트 담배가 목과 

가슴에 더 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비율은 2차에서는 52%, 3차에서는 45%였다.

흡연자들이 브랜드 선택 시 점점 더 많이 담배 갑 디자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과 담뱃값 디자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특히 걱정스럽다.

권고사항
다른 나라 (영국, 우루과이 등) 에서 실시된 ITC 연구는 담배회사들이 담뱃 갑 색상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에 대한 금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회사는 또한 흡연자들에게 “더 순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첨가제를 사용하고, 

필터 환기를 증가시키고, 궐련담배에서의 담배잎 혼합비율을 변화시키는 등 담배 제조 방법을 이용한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라이트” 및 “마일드” 표현의 금지가 잘못된 오해를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정부는 모든 담뱃갑의 외관을 표준화하는 호주의 디자인 없는 담뱃갑 입법안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이트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브랜드의 유해성과 일반적으로 라이트 담배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쉬운지 여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담뱃갑 디자인 특징이 흡연자의 브랜드 

결정과 유해성 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ITC 프로젝트는 현재 

이러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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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성공적인 분야
한국 정부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여성 및 어린이 대상 잡지에 대한 광고, 옥외 광고판 등에서 담배광고 

금지를 실시해왔다. ITC 한국 조사는 각 조사 별로 상점, 신문 및 잡지, 포스터, 광고판, 라디오 등에서 

담배광고를 인지하는 흡연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3차에 걸친 모든 조사에서, 

흡연자의 5% 미만 만이 라디오에서 궐련담배 또는 담배제품의 광고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여성 및 청소년 대상의 행사를 제외하고 사회, 문화, 음악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담배회사의 

후원은 허용되지만, 스포츠 및 예술행사에 대한 후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10% 미만이 2010년 그러한 후원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에서 담배제품의 무료 배포는 허용되지 않지만 판촉 할인은 금지되지 않는다. 대체로 담배 판촉은 

조사에 응답한 흡연자들에게 자주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담배 

판촉의 유형으로는 간판, 포스터, 술집에서 담배를 홍보하는 브랜드가 적힌 품목, 담배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있는 의류나 기타 품목, 궐련담배나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담배를 홍보하는 이메일 

메시지, 담배판촉 우편물, 전단지 및 담배관련 이벤트 등인데 2010년에는 10% 미만에서만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흡연자의 10% 미만이 최근 6개월간 담배 무료 샘플을 보았으며, 담배를 살 때 다른 제품에 무료 

증정품이나 특별 할인이 제공되는 것을 인식했거나 담배에 대한 특별가 제공을 보았다고 응답했다.

담배 광고 및 판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에 대하여 흡연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거의 4분의 3 가량이 상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를 지지하며, 흡연자의 절반은 판매점에서의 

담배진열 완전금지를 지지한다. 2008년과 2010년 흡연자의 약 3분의 1은 모든 유형의 담배판촉 금지를 

지지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한국은 판매점에서의 담배진열 금지를 포함하여 담배광고 및 판촉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흡연자의 3분의 1이상이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 창문이나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인지했으며 거의 4분의 1 가량이 신문과 잡지에서 광고를 보았다.

권고사항
한국정부는 FCTC 가이드라인 제 13조와 모든 유형의 담배광고 및 판촉 금지를 완전히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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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사소통 및 공공인식 

성공적인 분야
한국은 몇 가지 흡연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들 캠페인에 대한 기금을 증가시켜 왔다. 그 결과, 많은 

흡연자들이 텔레비전에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보았다고 보고한다.

미래 해결해야 할 과제
한국은 지난 10년간 많은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흡연자의 4분의 1 이하만이 최근 6
개월 간 흡연예방 또는 금연 정보를 자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흡연의 건강 영향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은 조사 차수 전체에 걸쳐 대체로 증가했지만, 지식은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0년에는, 겨우 절반 이상의 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이 비흡연자들에게 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고 (56%) 흡연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54%) 알고 있었다. 실명, 방광암 및 유방암에 

대해서도 지식격차가 명백했다.

권고사항
담뱃갑 위의 강력한 사진 건강경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며,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흡연자의 지식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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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 및 과세 

성공적인 분야
한국 흡연자들은 보다 강력한 가격 및 세금 정책을 지지한다. 2010년 흡연자의 3분의 1가량이 담배가격 

인상이 한국에서 흡연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인식했다.

흡연자의 대다수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조세 회피 증거는 거의 없지만, 흡연자 

대다수는 (2008년 67%, 2010년 64%) 담배 소매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과제
한국에서 담배 세금은 담배세금이 1갑 당 500원 인상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ITC 한국 조사결과는 담배 가격 인상이 실시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담배가격 및 세금 인상 

효과에 대한 모든 지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구매력은 2005년과 2010년 사이 연평균 1.69%의 구매력 상승지수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담배 가격이 

소득증가에 따라 상승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0년 흡연자들은 담배에 가계소득의 평균 3.1%만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력 분석을 실시한 ITC 프로젝트에 참여한 16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및 뉴질랜드 등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소득의 비율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담배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은 담배가격 때문에 금연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실제로 브랜드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가격이 가장 덜 언급되었으며 (2008년 흡연자의 7%, 2010
년 흡연자의 5%) 흡연자의 겨우 3분의 1 가량 (35%)만이 담배에 쓰는 돈에 대해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고소득 ITC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고사항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을 가져오는 담배 세금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 전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담배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실질적인 담배가격과 세금 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세수를 최적화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담배가격 및 세금 인상을 실시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ITC 한국 조사를 통해 가격과 담배 소비에 대한 장기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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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Korea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Dr. 서 홍관  

국립암연구소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한국 국립암센터 

Email: hongwan@ncc.re.kr 

Tel : +82-31-920-2003

그리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Tel : +82-2-2632-5190

ITC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Dr. Geoffrey T. Fong 

교수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Waterloo 

200 University Avenue West 

Waterloo, Ontario N2L 3G1 Canada 

Email: itc@uwaterloo.ca 

Tel: +1 519-888-4567 ext. 33597 

www.itcproject.org

 ITC 조사 방법 또는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Dr. Mary E. Thompson 

교수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Actuarial Science 

University of Waterloo 

200 University Avenue West 

Waterloo, Ontario N2L 3G1 Canada 

Email: methomps@uwaterloo.ca 

Tel: +1 519-888-4567 ext. 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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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Korea 팀
Dr. 서홍관*, Dr. 김열, Dr. 명승권,  Dr. 임민경 – 국립 암 센터

정유석 교수 – 단국 의대

조성일 교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언숙 교수 – 인제 의대

백유진 교수 – 한림 의대

조홍준 교수 – 울산 의대

Dr. 정현숙, Dr. 곽상미, Dr. 이은현 – 성균관 의대

박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수잔 – 서울대학교 부설 보건환경연구소

Dr. 손정식 – 인하국제의료센터

ITC 국제팀
Dr. Geoffrey T. Fong*, Dr. Mary E. Thompson, Dr. Christian Boudreau, Dr. Anne C. K. Quah,  
 Pete Driezen –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Dr. Wonkyong Beth Lee –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조사 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ITC 국제팀 
ITC 국제연구팀에는 전세계 20여 개국에서 100여명의 담배규제 연구원이 포함됩니다. 조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Dr. Geoffrey T. Fong –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Dr. Mary E. Thompson –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Dr. K. Michael Cummings –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nited States 

Dr. Ron Borland – The Cancer Council Victoria, Australia 

Dr. Richard J. O’Connor –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United States 

Dr. David Hammond –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Dr. Gerard Hastings – University of Stirling and The Open University, United Kingdom 

Dr. Ann McNeill – University of Nottingham, United Kingdom

기금마련(funding)
한국의 ITC 정책평가프로젝트는 다음으로부터 기금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한국 국립암센터 (NCC)                       한국 보건복지부

캐나다 보건연구소 (CIHR)                    온타리오 암연구소 (O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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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담배 성분 공개, 담배 
회사 후원 금지 등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의 금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로 

ITC  한국보고서 결과를 활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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