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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implement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adolescent tobacco use, has been challenged by the introduction of novel tobacco products. This has
re-normalized tobacco use, despite control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smoke-free
areas, increased tobacco taxes, reinforcement of health warnings, and other deterrents being
increasingly enforced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recent history of tobacco use and control
in Korea to understand how changes in social norms and the environment affect the awarenes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tobacco affordability, especially for adolescents. In the
mid-Joseon dynasty, tobacco use was prevalent among adolescents and adults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dangers of tobacco use, the economic benefits of tobacco
agriculture, the lack of a comprehensive control plan, and other activities driven by
government. However, with the increase in scientific evidence on its harmful health effects
and recognition of the need to prohibit adolescent tobacco use in society, the problem of tobacco use was acknowledged, and a regulatory law was enacted. In particular, the redefining of
social norms, including discouraging the custom of early marriage and changing the definition
of underage, reduced tobacco affordability and outlawed adolescent tobacco use. Based on
past experiences, adolescent tobacco use should be prohibited with systematic control policies and multisectoral approaches in society. We could begin the tobacco endgame in Korea
by the process of tobacco de-normalization.
Key Words: Adolescent; Tobacco use; Social norm; Social environment; De-normalization;
Control; Policy; Korea
Copyright ⓒ 2021 by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임민경 외：사회 가치 및 환경 변화와 청소년 담배사용

서

론

와 담배사용에 관대하고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
다.(8,9) 최근 신종담배의 유입과 사용 증가로 인해 담배규제정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담배

책의 추진과 흡연율 감소라는 국가적 건강증진목표에 제동이 걸

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렸으며, 건강위해에 기반한 흡연의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회귀하

FCTC)의 기본 원칙과 이행을 위한 활동들의 바탕에는 담배제품

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

및 담배사용 행태의 비정상화라는 매우 원론적이며 핵심이 되는

해서는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는 한편, 청소년 흡연 유인

공중보건학적 개념이 깔려있다.(1)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 경

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보다 적극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 추진

고나 간접흡연 노출 최소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을 통하여 그간 쌓아온 담배사용에 대한 비정상화 분위기를 이

금연캠페인들은 물론이고, 공공건물과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을 중심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 금연구역화 하는 정책, 담배

따라서, 우리나라에 담배가 유입되고 사용이 확산되기 시작

제품의 광고ㆍ후원ㆍ판촉 금지, 담배회사 활동 모니터링, 청소

하였던 조선 중기부터 근세까지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사회 가

년들 대상의 흡연 예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담배규제

치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담배사용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인

정책과 프로그램 활동의 궁극적 방향은 우리사회에서 담배와 담

식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담배사

배사용 그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비정상적

용 진입 차단을 중심으로 한 담배규제정책의 미래 계획과 한국형

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배종결전의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실제 Glantz 등의 연구에 의하면 담배제품에 대한 수용도를
10% 감소시킬 때마다 3.7%의 담배사용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본

론

있으며, 담배제품과 사용의 비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활동들이
흡연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다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제

1. 담배 유입과 전파에 따른 대중 인식

시되고 있다.(2-5) 미국에서 1964년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

담배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고추나 호박과 같은 농작물

(Surgeon General Report)에서 흡연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

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조실록과 같은 역사서

을 공표하고, 1995년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통해 담배 중독성과

에 재배와 판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에 소

위해성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거짓말들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개된 지 몇 십 년이 지나지 않아 급속도로 퍼져 나간 것을 알 수

담배와 담배사용 행태를 바라보는 사회구성원의 시각과 가치에

있다.(10,11) 조선시대의 풍속도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의

큰 변화가 생겼고,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기호품에서 중독제품

담배는 서구의 말아 피우는 담배와는 달리 장죽이나 곰방대와

이자 건강위해 제품으로서의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담배규제

같은 파이프에 넣어 피우는 담배였으며, 담배사용에 대한 별도

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6,7)

의 제한이나 금기가 없어 훈장이나 집안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담배제품과 그 사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시키

담배사용을 권하기도 하고, 궁녀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는 정책과 관련 활동은 사회 가치와 규범을 교육받고 체득해 나

제약 속에 살았던 여성들까지도 담배를 흔히 사용하였던 것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잠재 소비자층으로써 담배회사 마케팅의

보인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장소에 관계없이 담배를 사용하다

주요 목표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니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담배 생산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

2012년부터 담배규제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2015년 담

이 경작지를 늘려감에 따라 보리, 콩 등의 다른 작물들의 경작지

뱃값 두 배 인상 이후 약 4%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와

가 줄어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으나, 효과적인 규제 방

간접흡연 노출률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는 등 담배와 담배사용의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성호사설 등에 냄새, 정신건강, 체중감소

비정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잡기는 하였다. 그

와 노화, 치아 손실 등의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담배 구매로

러나 여전히 성인 남성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 흡연율 대비 20대

인한 재물의 손실까지 언급하는 등 그 위해를 제시하기는 하였

성인의 흡연율이 급등하는 현황을 고려하면(흡연자 정의에 차

으나, 담배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사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이가 있기는 하지만 14.2% 수준인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이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29세 성인에서는 37.8%로 2.5배 수준), 아직도 우리는 담배

이와같이 담배의 유래와 사용에 따른 니코틴 중독 인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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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독 및 위해성에 대한 대중의 정보 및 인식 부족, 경제적 이

을 조기에 담배에 노출되게 하고 어린 나이에 담배사용자로 진

윤 가져오는 주요 작물로서 자리매김하는 등의 이유로 담배는 남

입하게 되는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흡연의 정상화를 넘어서 긍

녀노소와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 되었다.

정화에 따른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조선말기부터는 담배의 중독성 및 위해에 대한 정보와

2.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미성년자 담배사용 실태와

함께 담배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고들이 여러 신문지

문제점

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두뇌발달과 학습능력 측면에서

담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는 열하일기와 인조실록에 젖

어린아이들의 담배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14) 학교단위에

먹이를 면하면 담배를 피운다는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어린아이

서의 담배사용 규제 노력과 담배사용 전문가의 금연을 위한 권

들조차 아무런 제한 없이 담배를 물고 다니는 풍속도를 만들어

고들을 제시하였다.

내게 되었다. 실제 조선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청소년 흡연에
대한 내용을 여러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1668년

[담배의 중독성 및 위해에 대한 경고를 담은 정보]

발표한 하멜 표류기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는 흡연이 매우 유행

‘담배와 술’, 독립신문 1899년 4월 19일

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드물었고 어

“대한에서도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 해를 몹시 받

린아이들도 4-5세 때부터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으니 대한 정부에서도 인민의 위생을 위하여 차차 술과 담배를

있다.(12)

아니 먹게 할 방책을 힘쓰기를 바라며, 또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그렇다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흡연이 유행한 구체적

먹으면 장성한 사람보다 해가 더 되고 총명이 대단히 손상되어

인 이유는 무엇일까? 신규환 등은 그 이유를 첫째, 흡연이 소화

글 읽는 데에 더욱 해가 되는지라. 대한 아이들은 담배 안 먹는

를 돕고, 구충 작용 등 건강에 좋다고 여겼고, 둘째 조혼 풍습으로

아이가 별로 없으니 이렇게 아이들이 담배 먹는 것은 인이 박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 성인으로 인정받아 흡

기 전에 경무청에서 금하는 것이 좋겠도다.”

연이 훨씬 더 자유로웠던 때문이라고 했다.(13)
한편, 1914년의 통계를 보면 담배 제조ㆍ판매가 진행되기 시

1900년 초반에는 보성전문학교와 중학교 교직원들이 금연

작하면서는 담배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상당 부분이 어린

문제에 대한 강연회에 참석하였다든지, 경성 어의동 보통학교

학생이었고(약 7,100명의 아이들이 담배공장에서 포장과 같은

교장 이하 교직원들이 교직원 단연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금연

일을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어른 일당이 50전에서 1원이었

지도를 하기로 한 기사 등을 통해 학교단위의 흡연문제 인식과

는데 비해 그 절반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

학생들의 금연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15,16)

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이는 최근의 담배 경작 및 제조의 현장
이 되는 저개발국가에서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린아이들

Figure 1. Children and students working at a factory for tobacco
manufacturing. Source: Korean Tobacco Survey (韓國煙草調査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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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Jeonghwan Bang. Cigarette pack. Source: Joongeui Ilbo.
March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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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중앙기독교청년회와 같은 단체의 전문가가 금연 강연

학생의 평균 성적이 더 좋고 우등생이 5배 정도 많다’ 등과 같이

회를 열고, 광주 공립보통학교에서 체조시간에 학생들 대상으로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구체적인 비교연구 결과 제시로 아

금연교육 및 흡연 단속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17-19)

동 및 청소년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

1930년대 들어서자 미성년자의 흡연 폐해를 알리는 기사들

였다는 점이다.(23-25)

이 나오기 시작하여, 1930년 8월 3일자 중외일보에는 “점점 늘

조선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실태를 신문기

어가는 담배 먹는 어린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20) 학

사나 기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1) 담배가 유래된 이후

교 운동장에 버려진 담뱃갑 발견으로 흡연 학생 적발을 위해 소

어린아이들의 흡연이 권장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학교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와 운동장 벌세우기 등의 에피소드가

담배와 담배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았고, 2) 담배 경작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담배갑’이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동

및 제조의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들의 노동력이 투입되며 담배

화가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그림 2).(21) 이와같이 주요 일간지

사용에 더 이르게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

에 지식인들의 아동 및 청소년 흡연에 대한 우려와 금연 권고를

에 놓여 있었으며, 3) 담배사용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 부재와 정

담은 기고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 및 학생 담배사용 금지

보 확산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4) 정부 및 전문기관과 같은 책

와 금연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사례 등이 빈번히 실린 것을 보면,

임성 있는 주체의 조직화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이루어지

당시 청소년들의 흡연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미루

못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어 짐작할 수 있다.
1935년 매일신보에서는 미국의 죠세프 하카피 박사의 연구

3.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규제법과 시민단체 활동의 태동

결과를 인용하여 ‘무서운 담배의 해독 나이 적은 사람일수록 심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

합니다.’라는 기사를 냄으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한 법을 만들고자하는 움직임과 시도는 대한제국시절 일본에서

담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건강위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

1900년 4월 1일부터 ‘미성년자끽연금지법’이 시행되었다는 소

로 기술하고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영향력 있는 정보로 활용

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6)

하기 시작하였다.(22)

일본에서는 1850년대에 기독교 절제회가 소개되면서 금주
금연 동맹 등이 형성되어 각종 캠페인과 함께 ‘미성년자끽연금

[국내 언론에 인용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흡연의
건강위해 정보]
‘무서운 담배의 해독 나이적은 사람일수록 심합니다.’, 매일신
보 1935년 6월 24일

지법’ 제정 및 개정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899년 네모토 타다시
(根本 正) 등의 제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흡
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흡연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제공한 사람에게도 50만

- 첫째,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즉시 어린이의 혈관으로 흡수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해당 법에 포함하였

되어 심장, 신경계통에 작용 되어, 말초혈관, 말초신경은 제일 먼

다.(27,28) 일본의 ‘미성년자끽연금지법’은 미성년자를 20세 미

저 침범당하고 그 결과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워지며,

만으로 정의하고 미성년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사회 규범을 통

마비되고 오래되면 혈관이 막힌다.

해 조혼풍습으로 결혼만하면 성인이 되고 성인은 담배를 피워도

- 둘째, 뇌신경을 침입한 니코틴은 기억력을 감퇴, 두통, 돌발
적 흥분, 불면증이 생기고 학업성적이 나빠진다.
- 셋째, 침과 함께 삼킨 니코틴은 위 속에 들어가서 소화계통
의 신경을 침범하여 만성위장병, 영양불량, 발육부진에 빠진다.

된다는 식의 사회 가치를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아
동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이나 금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22년 일본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금주법이 시행된 시점에
우리나라 기독교절제회 및 민족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

이후 조선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주요 신문에서 국외

라의 미성년자 흡연과 음주에 대한 금지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성년자들은 담배먹지 말라’는 보도를

의견을 총독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 요꼬다 법

지속하였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니코틴이 뇌세포에 미치는

무국장은 첫째, 일본과 조선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문화적 차이

영향으로 인해 흡연 학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비흡연

와 금연 금주에 대한 자각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과 둘째, 조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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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의 흡연이 오래된 인습이라 법적제재를 위해서는 민심을

정을 일본 내에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의 도움을 줌으로써, 미

살펴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선에서는 15-16세가 되면 성년이라

성년자 금연ㆍ금주법 제정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조선총독부의

고 생각하는데 20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하여 흡연이 가능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33,34) 또한 1935년 12월

하다면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세 가지 이유로 일본과 같

서울에서 조선기독교절제회가 중심이 되어 범 사회단체 인사들

이 금연이나 금주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29) 당시 우리

로 구성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 촉성회가 조직되었다. 촉

사회에 미성년자 흡연이 만연하고 금연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성회는 순회강연, 포스터 제작, 여론 형성을 하고, 총독부와의 교

부족하여,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더라도 미성년자 흡연을 법적으

섭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35,36)

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활동에 힘입어 1935년 12월 조선총독부가 미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 및 판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종교

성년자금주금연법 제정을 위한 검토 및 참고 자료 조사를 시작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연과 금주를 위한 전국적이고 조직적

으로 1936년에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법안

인 사회운동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조선기독교절제회

검토와 심의 과정 중에도 술에 대한 세금인 주세가 1,500만원을

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 추진 운동이 전개되었

돌파한 축하회가 열리고, 전매국에서는 연초 광고와 판촉에 몰

다.(30) 193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두하는 등 미성년자 대상 흡연 및 주류 판매 금지법 제정 움직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민족 지도자들은

에 상반되는 여론몰이도 이루어졌다.(37) 더욱이 법안 심의 과

조선총독부에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흡연 음주 금지

정 중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교육과에서 우리 사회의 의식 수

법을 조선에도 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시

준을 고려할 때 법안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심

작하였다.

의를 중지시키기도 하였다.(38) 이러한 조치에 촉성회는 궐기대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 5월에 조선기독교미감리연회,

회를 열고 총독부로 항의 방문을 하였는데, 총독과 회견하면서

조선예수교장로총회, 조선기독교남감리연회, 조선주일학교연

의식 수준이 낮은 민중일수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미풍양속

합회, 경성절제회 등 기독교 각 단체가 연합하여 ‘미성년자끽연

보호와 풍교문란 방지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상 해당 법이 꼭 필

음주금지법 실시운동기성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이 기성동맹에

요하다고 주장하였다.(39)

서는 조선총독부, 일본 국회 및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진정하고,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총독부가 법안검토를 시작한

미국 금주동맹 그리고 세계금주동맹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미성

지 약 30개월 만인 1938년 4월에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공포

년자금주금연법 제정을 지원할 방안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추

되었다.(40,41)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진 방안으로 전국의 4천여 교회 및 부속학교, 병원, 기타 기관을

음주나 흡연하는 경우 경찰이 엄중하게 훈계하고 친권자에게는

총 동원하여 20만인 이상의 법안 청원자를 모집하고, 대중 홍보

1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는

를 위한 선전 삐라 25만장과 포스터 1만장 등을 제작하기로 하

사람에게도 각각 20원 이하와 1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

였으나, 조선총독부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법안 청원과

용이 포함되었다. 1938년 4월 매일신보는 부민관에서 총독부

대중 홍보가 추진되지 못한 채 조직이 해산되었다.(31,32)

관리와 윤치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성년금주금연법 실시 축하

이후로도 조선기독교절제회 등 종교단체 연합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갖고, 일황 폐하 만세로 행사를 마쳤다고 전한다.(42)

한 금연금주운동은 지속되었는데, 금주, 금연, 공창폐지, 저축 장

그러면 왜 조선총독부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뒤늦게나마

려, 미신 타파 등과 같은 절제생활 및 사회 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공포하였을까? 그 내면에는 새로이 부임한 조선총독부 미나미

추진되었으며, 연구, 출판, 선전, 순회강연, 강습회, 기금장려, 기

총독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한글 수업을 정규

금적립, 지회설치, 국제 협력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일본 금주·

과정에 없앤 교육령 개정과 함께, 미성년자 금연·금주법을 시행

금연 동맹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1934년 4월에 일본 요코하마에

함으로써 조선 청소년을 황국시민으로 육성하여 내선일체를 완

서 개최된 일본 국민금주동맹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조선에 금

성하고자 하였으며,(43) 조선 청소년 교화를 통하여 체위를 향

연·금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런 노력으

상함은 물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정신총동원

로 일본의 금연ㆍ금주 동맹들이 조선의 금연ㆍ금주관련 사회운

의 구체화 및 전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

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선에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의 제

던 것이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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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선총독부는 미성년자 금연ㆍ금주법 제정 이후에 기

결

과

독교단체와 민족진영을 배제한 가운데 미성년자 금주금연운동
을 관제화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금연금주 운동의 중추적

지난 20-30년 동안의 흡연의 위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역할을 하던 조선기독교부인절제회연합회는 1939년에는 일본

정보제공, 대중 교육, 홍보 캠페인의 수행은 점진적 흡연율 감소

기독교부인교풍회 동경부인교풍회에 통합되고 말았다.(45) 그

와 함께 우리사회의 담배에 대한 수용도를 낮추어 온 것이 사실

대신 총독부는 1939년 11월 친일 유력자들로 구성된 소년금주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의 흡연이 비

금연법 준법운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시 인적자원 확보하기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고 미성년자 금주·금

위한 전국적인 교화행사 및 순회강연 등을 실시하였다.(46) 전

연법이 시행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청소년들의 담

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였으며, 소년의

배사용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탈선을 방지하고 선량한 국민으로 만들어 전쟁 노동력으로 활용

청소년 흡연예방의 당위성과 이행강화의 원칙에 대한 우리사

하고자 소년령을 제정하였다.(47) 총독부는 소년령을 제정한 목

회의 동의는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적이 장기총력전에 대비한 전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있음을

정책 이행이나 사회적 활동 등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밝히기도 하였다.(48) 이와 같이 일본은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생각된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담배를 사거나 사용하

제정을 통해서 조선 민족의 자발적인 금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청소년의 담배 구매가 여전히 용이하고,

전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것이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관련법의 이행이 잘 이루

이상의 미성년자 금연ㆍ금주법 제정의 과정을 통해 살펴본 당

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중재 노력

시 금연정책이나 관련 활동들은 1) 사회 근간이 되는 가치나 환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학교단위에서 흡연예방 및

경 변화를 통한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 변화 및 미성년자 담배사

금연 교육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감소 노력을 선행하고, 2) 일제 강점기

기획하여 수행하기도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

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주도적ㆍ정책적 접근이 허락

들의 금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지만, 청소

되지 않거나 부정적이었던 상황에서 각급 단체와 학교를 중심으

년 보호구역 내 담배판매점 설치 금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에

로 한 사회운동으로 흡연의 폐해와 미성년자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 청소년들에게 불법 흡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며, 3) 목표 법안 및 정책의 수행을 위하

및 담배에 대한 대체 유인 제공 등 법 이행과 실효성 극대화를 위

여 선행적 사례를 가진 국제사회의 지원과 공조를 얻어내는가

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과 실천은 미흡하다. 담배사용이 사

하면, 4) 미성년자 담배사용 감소를 위한 법률를 제정하여 시행

회 전체에 만연하여 어린아이들까지도 담배를 입에 물고 다녔던

함으로써 미성년자 금연에 대한 사회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조혼의 풍습을 없애고 미성년에 대한 개념

편, 5) 관련 법 제정과 사회 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파악과 시의

재정립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담배 수용도를 낮추고 흡연을 금

적절한 대응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지시킨 조선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적 사례를 돌이켜 볼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의 본래의 취지가 우리나라 청소년을

때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의 흡

통제하고 교화하여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장차 전쟁을 수행할 병

연이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 흡연율 ‘0%’

사와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조선총독부의 식민 정책

를 목표로 하는 건강증진종합계획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싱가폴

에 의해 훼손되고, 민족진영에서 추진되었던 본연의 청소년 금

이나 호주의 담배종결전의 목표처럼 ‘담배 없는 세대(smoke

연과 금주에 대한 활동들이 약화되었던 안타까운 결과가 연출되

free generation)’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 어려운 것일까? 청소

기는 하였으나, 전문가, 각종 종교 및 사회단체, 언론의 역할을

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가 더이상 자기 판단과 의사결정이 성숙

바탕으로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고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비정상

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아

적인 것’이자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회적 개념과 가치를 변화시

니라, 새로운 담배사용 인구의 유입을 막아 우리사회의 담배사

킨 의미 있는 활동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용 그 자체를 근절시키는 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추진되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담배 종결전 목표를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와 사용 금지의 완전 이행’으로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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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과정과 보조적 전략으로 담배 노출 환경 최소화나 비흡

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를 통한 체계적 규제의 부재 등은 성인은

연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더해질 수 있도

물론 청소년에서의 담배사용 만연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담

록 해야 할 것이다.

배사용에 따른 건강위해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와 학교와 종교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유관 학협회 및 시민

단체 등 사회저변으로부터 시작된 청소년 대상의 금주·금연 계

단체가 협업하여 정부는 효과성이 담보되는 획기적인 정책과 사

몽 활동은 우리 사회에 담배사용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미성

업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년자 금연·금주법 제정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조혼의 풍습과 미

를 마련하며, 유관 학ㆍ협회와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정책과 사

성년에 대한 연령 기준 변화 등 사회적 관습과 가치 재정립은 담

업이 우리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배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감소와 함께 청소년 담배사용을

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WHO FCTC와 명백한 원칙과 실천

불법화하고 규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

지침이 없었고, 청소년 금연을 포함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국

자 금주금연법이 시행되고 청소년 담배사용이 비규범화된지 80

민적 인식이 낮았으며, 담배규제정책과 사업을 이끌 힘 있는 정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담배사용 근절은 이루어지지

부가 부재했던 그 시절에도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성과

않고 있다. 보다 체계화 및 조직화된 오늘날의 담배규제정책과

를 거두었던 일이다. 더욱이 일본이 황국신민화를 위해서 그리

사회 각계 각층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전략을 수립

고 전쟁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고려하고 적극 추진하였던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새로운 담배사용 인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

미성년자 대상 금주·금연법의 과거는 아프지만 강력한 정책적

고, 담배사용 그 자체를 근절시키는 한국형 담배종결전의 시발

의지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다. 이제

점으로 삼아야 할 때다.

우리 정부가 미래를 책임지고 키워나갈 건강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과

중심단어: 청소년; 담배사용; 사회 가치; 사회 환경; 비정상화;

금연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규제; 정책; 한국

그 시절에 비해 보다 체계화 및 조직화된 오늘날의 담배규제정
책이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단합된 노력과 함께 할 때 어떤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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