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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smoking have continued since national statistics on
tobacco use became available in Korea. However, smoking was equally widespread among
men and women in the 17th century, when tobacco was introduced.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norms and systems based on ‘patriarchy’ and ‘hierarchy’ rooted in Confucian values,
smoking became gendered as masculine, and women smokers were persecuted. The
manufactured cigarette and westernized culture encouraged women to smoke as a symbol of
feminism and freedom in the 19th century. In Korea, smoking by women was accelerated by
tobacco company advertisements targeting women as potential consumer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tobacco monopoly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for financial
purposes. Abstinence from smoking was reinforced by the self-governing movement of Korean
nationalist groups and Christian ethics and then propelled by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of
saving resources for war. The abstinence from smoking was considered a basis of virtue in
women who were good wives and wise mothers, and it has been maintained until recently.
Regarding the historical review on the change of women smoking affected by gender-specific
social norms and policies as well as the current concern of potential room for women smoking
with the under-reporting due to social stigma and increasing tobacco use by younger age
groups, tobacco control policies without a gender difference, focus on addiction and harmful
effects on health by tobacco use, offering cessation with tailored programs for women,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tobacco company marketing for women, including novel tobacco
introduc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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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면 전체 인구 중 남자는 45.8%, 여자는 22.0%로 성인에서의
흡연율로 환산해보면 역시 거의 모든 남녀 성인이 흡연한 것으

전세계적 흡연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로 추정 된다.(8) 현재의 유럽이나 미주의 상황과 같이 남녀 흡연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의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율에 큰 차이가 없어, 흡연이 남성의 전유물이며 여성 흡연에 대

있으며, 성별 흡연율 차이는 생리학적, 행태학적 요인은 물론 사

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이야기한 앞서의 국내 현황이 무색해지는

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흡연

대목이다. 이렇듯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 강점기에 큰 차이가 없

할 때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반응의 속도와 지속성이 여성에 비

었던 남녀 흡연율이 오늘날과 같이 큰 차이로 벌어진 이유는 무

해 남성에서 높고, 남성이 흡연 자체가 좋아서이거나 즐거움을

엇일까?

위해서 흡연하는 반면 여성은 스트레스 완화나 부정적 감정의

한편, 오늘날 여성 흡연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해소를 위해 흡연을 하며,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흡연 시간이 짧

하나 저평가되어 있으며,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 경향을 보이고,

고 흡입 횟수도 적다는 연구 결과들은 남녀의 흡연율과 금연 성

특정 직업군에서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공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2,3) 오랜 동안

보고도 있다. 실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흡연율 연구에서 여성

기득권층의 기호품으로 자리잡아왔던 제품의 특성상 담배가 남

흡연율은 약 13% 수준으로 스스로의 흡연 사실을 밝히지 못하

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특성으로 여성

는 여성흡연자가 상당 수 존재하는 것은 물론, 20-40대 연령층

흡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많은 국가들에서 여

에서의 흡연율은 전체 여성흡연율의 2배 수준에 이르며, 서비스

성 흡연율이 낮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1,2)

판매직 여성의 흡연율은 남성흡연율을 상회하기도 한다.(4,9,10)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8년 66.3%와 6.5%였던 19세 이상 남

이와 같이 저평가와 잠재적 증가의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

녀 흡연율이 2020년에도 34.0%와 6.6%로 지난 수십 년간 여성

고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여성흡연율은 담배규제정책과 금연지

흡연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게 보고되어 왔으며, 남성에서의

원사업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게 만드는 측면이 있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낮은 수

다. 반면 담배회사는 여성을 잠재소비자층으로 인식하고 최근

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4) 이는 사회적 역할 전

제품의 진화와 다변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환과 독립성 표현의 방식으로 여성 흡연이 늘어나고, 새로운 소

있다.(11)

비자 층으로 여성을 겨냥한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여성주의

따라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

운동에 편승하면서 남녀 흡연율이 비슷해진 미국이나 유럽의 역

성, 정책변화, 성인지 변화, 담배회사 마케팅 등이 여성흡연율과

사와는 차별화 된다.(5) 남녀 간에 니코틴 중독의 생리학적 기전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엇갈

이나 담배 사용 행태가 지역 및 인종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미

리는 국내 여성 흡연 양상과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우리나라 여성흡연율은 한국적 정서나 가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정책 고안을 해 나가는데 참고할 필요가

치 및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있겠다.

사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담배가 유래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본

론

낮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조선시대의 풍속도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담배사용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 어른들이 어

1. 조선 중기 담배 유래와 확산에 따른 여성 흡연의 시작

린아이들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 속

담배가 유럽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에 살았던 여성들까지도 담배를 흔히 사용하는 등 남녀노소와

1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담배가 조선에 들어올 당시에는 소화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장소에 관계없이 즐겨 사용하

를 돕고, 가래나 담을 없애주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6,7)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우게 되었다.(6)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배는 약용보다는 기호품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손님을 접대할

시절에는 거의 모든 성인 남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기록되

때 차나 술을 대신하여 담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조실록을 보

어 있으며, 1908년 일본에 의해 조사된 과천군의 남녀 흡연율을

면 담배가 들어온 지 5년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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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기록하고 있고,(12) 하멜도 조선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

부인의 덕을 크게 해치는 일이며, 정결하지 못한 행위라고 기술

하여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였

되어 있다. 또한 음식을 할 때에 담배 가루를 음식에 떨어뜨릴 위

다.(13) 이옥의 저서 연경에도 부녀자를 포함하여 담배를 피우

험이 있어 여성 흡연은 없어져야할 일이라고 적고 있다.(16)

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14)

이와 같이 조선 중기 유교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사회적 흡연

결국 처음에는 담배가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여 널리 확산되

예절에 따라 윗사람이나 연장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기생

게 되었으며 이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중독에 이르게 되어 남

이나 노부인을 제외한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녀노소와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담배를 피우게

용납되지 않았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흡연은 비난받게 되었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결
과적으로 유교적 신분제와 가부장제적 질서에 부합한다는 취지

2. 조선 후기 유교적 가부장제 강화에 의한 여성 흡연 규제
전 국민이 흡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

에서 사회 전반에 조성된 성차별적 흡연 예절과 관습은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규범으로 체계화되고 강요되게 되었다.

작하였다. 우선 담배 경작지가 늘어나면서 곡물 생산이 감소하

그렇지만 사회적 규범의 준수를 위하여 백여 년 동안 아무런

였고, 담배로 인한 잇단 화재 사건이나 담배 중독 등 건강상의 문

제약 없이 피워 왔으며 중독성 또한 높은 담배를 단기간 내에 쉽

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담배의

게 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남녀 차별적 흡연 예절과 사회적 비

이점과 폐해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이어졌으나, 양측의 주장이

판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으며,

팽팽하여 결론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흡연을 금

여성 흡연인구의 수를 억제했다기보다 단지 성별과 나이 그리고

지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15)

신분에 따라 흡연공간을 제한하거나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자학과 가부장제적 질

인을 만들었을 뿐 이었다.(17) 더욱이 유교적 문화와 가부장적

서의 강화로 담배 사용과 흡연 관습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

제도 강화 속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사와 생계를 책임져야

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남녀노소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했던 여성들에게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와 위안의 소구가 되기도

똑같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유교적 신분사회와 가부장제적 질

하였다. 1894년 여름 한국을 여행하였던 에른스트 폰 헤세-바

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담배가 건강에 좋

르텍의 여행기를 보면 남성들은 빈둥거리며 하루 종일 담뱃대만

고 나쁨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코드로 흡연 예절이

물고 있고, 모든 힘든 일은 작고 연약한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고

자리잡게 되었으며, 신분의 차이와 가부장제적 권위에 적합한

기록되어 있다.(18) 1897년 윤치호의 일기를 살펴보면 당시 조

흡연 예절을 조정과 양반들이 만들기 시작하였다. 결국은 연령

선 여성을 노예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선 남성은 이기주의자이

과 성별은 물론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담배를 피우던 문화

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봉사하는 의무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가 가부장제적 권위와 남성위주의 흡연 문화로 전환되기 시작한

있다. 또한 유교는 남성을 여성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것이다.

가정과 국가에서 모든 자유와 기쁨을 말살했다고 적고 있기도

사실 조선이 유교를 도입하고 가부장 제도를 사회적 가치로

하다.(19) 이러한 사실들을 살피면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담배를

삼기는 하였으나, 건국 초기에는 성차별적이거나 남성 우월적

피우던 여성들이 조선 후기에 가부장제도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사회관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려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혼

억압과 고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위로

인 제도가 지속되어서 남자가 결혼을 하면 6-7년 동안 처가살이

받기 위하여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를 해야 했으며, 남녀 모두 호주가 되거나 제사를 모실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의 재산 상속도 균등하게 받았다. 그러나 조선 중기

3. 근대 성차별적 흡연 관습에 따른 여성 흡연의 변화

이후에 신분제와 유교적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남성 위주의 사

18세기 이후 형성된 흡연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은 일제 강점

회가 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한 없이 추락하였다. 이러한 시대

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10년 발간된 한국연초조

적 변화에 따라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점차 나쁜 행위로

사서에 기술한 조선 말기 흡연 관습에 대한 내용이다.(20) 기생이

규정되어 갔다. 18세기의 일상생활에서의 예절과 수신에 대한

나 주막의 여자를 제외한 모든 여자는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워서

지침서인 이덕무의 사소절을 보면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는 안 되고, 담배를 피운다고 대답해도 안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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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조선인의 흡연 관습]

조선연초조사서, 1910년
여자가 남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결례이니 담배를 몰
래 피운다.

녀 흡연률, 흡연량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8,20)
을사늑약 이후 일본 통감부는 연초세를 신설하기 위하여
1907년 12월 탁지부에 임시재원조사국을 설치하고 담배의 생
산과 유통에 대해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전면적인 조사활동

연장자가 여자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냐고 물으면 흡연하는 사

을 벌였다. 이때 만든 자료가 한국연초조사서이며 담배의 경작,

람들도 예하고 대답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하고 반드시 흡연하지

제조, 판매, 소비, 함양 등 5장으로 그림과 사진을 포함하여 매우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예의이다.

상세한 내용을 일본어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 4장 소비에서는

기생 및 주막의 여자는 젊은 나이에 긴 담뱃대를 사용하면서 흡

당시 우리 국민들의 흡연 문화를 설명하고, 담배의 생산 및 소비

연하기 때문에 여자로서 흡연하는 것을 천시하는 지방도 있다.

는 물론 수입연초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연초조사서 수록 내용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초

1925년과 1926년 조선일보에 여성 흡연을 죄악시 하는 행태

산지였던 경기도 과천, 경상남도 영산, 평안북도 가산의 3 곳을

를 보여주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강원도 횡성에서 19세 된 며느

표본으로 면마다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초

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시부모에게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조사복명서에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교통 요충지이며 상업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21) 임신 7개월의 아내가 화장실에서 몰

적으로 번성했던 과천군 7개면에 대한 조사 기록은 당시의 경제

래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남편이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상태나 흡연 풍속, 담배 소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 보도되기도 하였다.(22) 두 개 기사를 통해 당시에 젊은 여성

이며, 그 시절 과천군의 흡연율과 흡연자의 하루 흡연 횟수, 흡연

은 물론 임신한 여성도 담배를 피울 정도로 흡연율이 상당했다

량,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가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여성흡

는 점과 여성들이 화장실 등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야 할 정도로

연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현재와 비교해 볼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비난이 대단했었음을 미루어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여성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짐작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5인 가족에 대한 상세 기술에 보면 술을 좋아하는

한편, 윤치호 선생의 영문 일기에 묘사된 한 연회의 광경에서

사람보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가 많았고, 가구 총수입이

여성흡연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과 더불어 일반 부녀자들과는

나 생계비에서 담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수준임을

달리 상류층 여성에서 흡연은 남성에서와 같이 기호품으로서 즐

확인할 수 있다. 30세 이하의 일반 부녀자가 흡연하는 것을 천시

김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

하며, 어린 사람이 흡연하면 기생이나 천업자로 비유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23)

윤치호 선생의 영문 일기

평안북도 가산군 담배조사복명서에서도 여자들은 대부분이

1895년 3월 9일 (음력13일) 《토요일》 따뜻하고 상쾌한 날.

흡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조선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틀

지를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록하는 등, 여성들이 흡연 사실

림없다.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해도 여성들은 언제나 담배를 피

을 감추고 몰래 피우기 때문에 흡연률이나 흡연량을 알기 어려

운다. 담배, 시가, 작은 담뱃대 그리고 큰 담뱃대가 누구에게나

웠음을 잘 기록하고 있다.(24)

잘 어울린다. 방안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그 안에 있는 모
든 것이 연기에 찌든다.

[1908년 과천군 담배소비 현황 조사 결과]
연초조사복명서, 1909년 탁지부 발행

이와 같이 여성 흡연에 대한 가부장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1908년 과천군의 전체 인구는 16,666명(남성 9,017명, 여성

많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7,649명)으로 흡연 인구는 남성이 5,147명(45.8%), 여성이

가 국민들의 흡연률, 흡연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기록

1,675명(22.0%)으로 남성에서의 흡연율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본이 을사조약 이후 연초세를 신설할

수준이었다. 연간 엽담배 소비량은 남성이 2,130돈, 여성이 747

목적으로 실시한 담배 조사 결과인 한국연초조사서와 연초조사

돈으로 남성이 3배 많이 피우며, 남성은 하루에 10회, 여성은 하

복명서에 보면 당시 흡연 풍속은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남

루에 4내지 6회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는 엽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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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권담배를 모두 피우지만 여자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엽

다음의 매일신보 1915년 11월 26일 기사를 보면 당시 우리나라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가족인 가정에 대한 조사

담배시장의 규모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자료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기도 한데, 가구 구성은 남성 3명

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26)

(49세, 39세, 10세), 여성 2명(51세, 15세)인데, 이 중 술을 좋아
하는 사람은 남성 1명인데 반해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성 2

[조선연초현황]

명, 여성 1명으로 5인 가족 중 담배를 좋아하고 피우는 사람의 수

매일신보, 1915년 11월 26

가 술에 비해서 많음을 알 수 있다. 총수입은 198원 86전인데 총

조선인은 유래로 흡연을 매우 즐겨서 소비액도 역시 거액에

지출이 251원75전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였고 주요 지출원

달해 조선이 매우 좋은 시장이 되겠는데, 권연초는 이전에는 일

은 소작료(49원69전), 주식비(88원92전), 술과 담배(24원4전),

본 혹은 상해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러일전쟁 이후 경성시내에

부식비(16원)로 술과 담배에 대한 지출이 전체 소득의 12.3%에

연초제조업이 생겼고, 1909년에는 동아연초주식회사가 제조

이르고 있으며, 1인당 담배 대금은 1년에 2원13전으로 생계비

공장을 설립하여 대규모로 제조를 시작함으로써 연간 제조 액수

의 4.2%를 차지하였다.

가 5 백만원에 달하니 조선 내 수요의 대부분은 이들에 의해서
공급되어 수입품은 밀려났다. 현재 동아연초주식회사(경성, 전

부녀자들의 흡연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 평양) 조선연초주식회사(경성) 광강상회(경성) 동서연초상

금연으로 돌아서기 보다는 본인의 흡연 사실을 감추게 되었고,

회(경성) 대석상회(대구) 전지원상회(대구) 등이 있으며, 동서연

따라서 여성 흡연율과 흡연행태에 대한 조사와 보고가 어려웠던

초상회 외에는 일본인이 경영하고, 1914년 생산 총액 470만원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과 상당히 닮아 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

중 일본인의 제조액은 430만7천원으로 90%를 점하였다. 조선

에서의 남성 흡연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눈에 띄는 여성 흡연자

총독부가 엽연초 생산을 지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그 공급이

에 대해서는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오늘날의 담배 사용

윤활하여 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나 방면에 대한 수출을

에 대한 인식이 당시의 여성 흡연에 대한 차별적 핍박과 다르지

확대하고 1913년 수출액이 27만8천원에 달하였으니 1911년 5

않으며, 자가 보고에 기반 한 여성 흡연율이 바이오마커로 평가

만3천원에 비하면 6배 증가하였다. 조선에서 이 사업의 전망이

결과의 절반 수준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매우 좋다.

4. 개화기 제조 연초의 도입과 기독교적 윤리 도덕이 여성 흡연에

서구 문물과 궐련의 유입은 젊은 층에서 궐련을 중심으로 한

미친 영향

담배 사용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세계적으로 여성 해

20세기 들어서면서는 제조된 연초인 궐련이 들어와 유행하

방과 여권 신장을 위한 사조가 나타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

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담배 시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

치면서 공개적인 여성 흡연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가 하면, 신여

다. 많은 양의 담배 수입과 더불어 일본을 비롯한 외국 담배회사

성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담배회사들이 제품 광고와 판

의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이

촉에 교묘하게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조선연초주식회사의 여성

증가하게 되었다.

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그림 1).(27-30)

초기에는 영미연초회사 등 서구 담배와 일본 담배가 우리나라

반면, 개화기 우리나라에는 개신교의 영향으로 도덕과 절제,

시장에 진출하여 각축을 벌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본이 우

위생과 건강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기독교 선교사들과 조선기

리나라 담배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제조 연초의 도입과 생산

독교절제회를 통해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에 바탕을 둔 금주 금

확대로 담배사용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서구식 담배 사용 스타

연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31) 민족주의자들은 국권 회복을

일을 따르는 유행으로 국내 궐련 사용도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

위한 민족 계몽, 실력 배양, 절약운동 등을 펼치면서, 담배를 끊

의 입장에서 담배는 식민 통치의 재원으로 인식되었고, 조선총

어서 나라를 살리려는 국채보상운동과 금주 및 단연을 포함하는

독부는 세입 증가를 위해 담배 소비를 촉진하였다. 한일합병 이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32) 국권 회복 운동의 측면에서 볼

후 1921년부터는 전매제가 도입되었으며, 일제는 담배 전매제

때 담배는 민족의 개화를 막는 죄악의 근원이자 게으름과 비위

와 담배세를 도입하여 막대한 통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25)

생의 상징이었으며, 민족적 저항과 단결을 위한 교육과 계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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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obacco company marketing
on women smoking in Korea (27-29).
(A) The photo of smoking women was taken by Jack London, a famous American
novelist and amateur photographer, visiting Joseon as a war correspondent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B) Tobacco
company marketing through the Jaegukshinmoon for the product ‘Hero’ targeting
women in Korea, 1970. (C) Full-page advertisement on women smoking for Chosun
Tobacco Co., Ltd. Mail-shinbo, November
8, 1914.
대상이 되었다. 1920년대를 지나면서 담배는 도덕적으로 올바

개화기와 일제 식민시기 흡연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세수라는

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나아

경제적 이유 또는 전쟁을 위한 물자 소비의 최소화 및 건강한 전

가 여성 흡연을 기생의 천함에 비유하거나 서구를 모방한 방탕

쟁 인력의 확보라는 정치적 이유로 사용이 권장되기도 또는 금

한 여자로 치부하는 등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 이어지

연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게 되었다.(28) 이 시기 기독교적 도덕관과 절제의 차원에서 그

전매제도와 70%를 상회하는 남성 흡연율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

리고 구국을 위한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의 차원에서 금연운동이

었으며, 현모양처의 여성상과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는 여성의

펼쳐짐에 따라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떨어지게 되

흡연에 대한 차별적 억압을 통해 낮은 여성흡연율을 이끌어 왔

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성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가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독과 건강위해라는 담배 사용 폐해에

지고 있었다.

근거한 규제가 아닌 사회가치나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 차별적

담배 제조와 판매로부터 오는 막대한 이윤과 세수 확보 차원

인 규제는 여성 흡연의 근절을 담보하기 어렵다. 서구의 여성주

에서 담배 산업을 육성하고 일본계 담배회사를 지원하던 일본도

의 사조의 유래와 제조 연초인 궐련의 도입으로 여성 흡연이 각

1930년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내선일체, 신사참배, 창씨개

광받았던 개화기의 경험과 양성 평등의 아이콘이자 신종담배의

명, 한국어 말살 정책 등 전시 동원 통제 체제 안에 금연운동을

도입과 판촉으로 더 빈번해진 오늘날의 여성흡연의 모습들이 이

포함하게 되었다.(33) 물자절약 및 건강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를 반증한다.

선량한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명목 하에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금연운동을 시작하고,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제정하였으며,(34)

결

론

여성들에게는 성별 역할 분담론의 태동이 되는 현모양처의 여성
상을 강조하였다. 모성 보건의 주체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

처음 유래 당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로웠던 담

을 강조하고 여성 위생과 건강에 대한 서구의 과학적 근거를 들

배 사용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신분제의 강화 속에서 여성과 어

어 도덕성과 안전성 기준하에 여성 흡연을 제한함으로써 담배

린이 흡연에 대한 차별적 금지에 초점을 둔 흡연 예절의 대두로

물자의 수요를 줄이는데 활용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연령, 성, 계층 차별적 비규범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담배

재현인 것 같이 선동되었던 현모양처 여성상은 해방과 한국전쟁

의 중독성이나 건강위해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들이 알려진 이

그 이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전통론의 부

후에도 국내 흡연 문제는 건강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지기

활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 전통적 여성상으로 재구성되었다.

보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 판단에 따라 고려되고 결정

더불어 가부장제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가정 내에서 살

된 근원적인 문제점 또한 있었다. 개화기 제조 연초인 궐련의 판

림, 출산, 육아 등을 담당하는 여성의 흡연은 용납되기 어렵고 심

매를 통한 막대한 재정적 이득과 서구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지어 죄악시 되는 낙인효과마저 생겨나게 되었다.(35)

한 신문물의 유래는 기존 유교적 관습과 가부장제도 속에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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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던 여성 흡연의 확산과 공개적 사용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

제에 대한 성차별적 인지를 거두어낼 필요가 있다. 남녀에 상관

다. 구국 및 민족주의 운동은 기독교적 도덕관에 입각한 절제와

없이 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중독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롭기 때

맞물려 금주 금연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나 여성 차별적 억압은

문에 시작하지도 말고 시작했다면 금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계속되었다. 일본 식민시기에는 전쟁 물자에 대한 소비 제한과

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명한 사실을 공공연하

전쟁에 투입될 건강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판단과 선동

게 만들고 당연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의

으로 현모양처의 여성상이 제시되고 여성 흡연이 죄악시되기도

중요성과 이를 키우는 교육이 여러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

하였다.

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에 흡연을 포함한 음주, 비만 등 성인

사회상의 반영이나 정책 변화가 아니며 경제적 이유나 제도적

지적 측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부정적 행태에 대한

산물이 아닌, 담배의 중독성이나 건강위해에 기반하여 누구나에

개선 교육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서 2배 수준

게 적용할 수 있는 흡연 예방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형성

의 격차를 보이는 남녀 흡연율은 성인이 되면 5배 이상으로 벌어

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늘날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

진다.(4,37) 미성년을 벗어나면서 남성은 스스로의 흡연을 공개

과 숨겨진 흡연자의 규모,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과 담배 사용

하기 쉬워지는 반면 여성은 성차별적 사회 환경에 대한 인지로

비규범화 추진의 한계 등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드는 이유이다.

자가 보고율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

공식통계가 가능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여성흡연

전반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에

율은 남성 대비 매우 낮게 보고되어 왔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담배사용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스스

늘어나고 여성에 대한 성 불평등과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차별을

로의 흡연을 공개하지 못해 적절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애고자하는 여성주의 운동을 거친 유럽과 북미의 여러 나라들

없었던 여성흡연의 문제도 이와 같은 성인지 변화를 통해 해결

에서 여성과 남성의 흡연율이 비슷한 것을 볼 때 이해가 쉽지 않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은 부분이 있다.(5) 실제 국가별 남녀 흡연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

둘째는 중독과 건강위해에 기반한 건강문제로서 접근하는 담

면, 고소득 국가에서의 남녀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저소

배규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회 및 정

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을 제한하는

치적 이슈와 목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담

사회가치와 관습을 가지는 국가에서의 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

배 사용자의 표를 의식한 담배규제정책에 반하는 정치적 공약이

해 매우 낮다.(1) 우리나라는 국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

나 재정적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정책의

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남녀의 역할 구분이 예

원칙을 간과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등은 용

전 같지 않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흡연율이 매우 낮게 유지

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전략들이 여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자가 보

성흡연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도록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고 흡연율 대비 실제 여성 흡연율은 더 높을 것이라는 바이오마

국가단위의 모니터링과 각계각층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

커 평가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신종담배의 출시와 확산으로

다.

향후 여성흡연율의 증가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

셋째는 사회 환경과 가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여성상을 고려

다.(4,10,11) 흡연 현황 한 가지에서 조차 낮은 흡연율 그러나 확

한 금연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역

실치 않은 보고율에 더해 급속한 흡연율 증가 가능성까지 정책

사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여성 흡연에 대한 성차별적인 억

과 규제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엇갈리

압은 한국전쟁과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 속에서 간

는 사실들이 이어진다. 그래서 여성흡연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고

과되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 증대 및 사회

려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나온 지 한참 되었지만 대응하는 뚜렷

진출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남성 중심의 사

한 정책 수립이나 프로그램의 전개는 찾아보기 어렵다.(36)

회 분위기에 대한 반발과 양성 평등적 표현의 일환으로 여성 흡

그렇다면 이상의 역사적 고찰과 그 이해를 통해 향후 국내 여

연이 대두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

성 흡연 예방과 금연에 어떠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를

화 속에서 여성 흡연이 여성주의의 표명이나 깨어있는 지식인이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진보적 여성상으로 인식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

첫째는 유교사회의 신분제와 가부장제도에서 출발한 흡연문

아서는 안 된다. 여성 중에는 많은 비흡연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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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금연전

연율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관에 입

략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각한 남성 중심적 신분제와 가부장제도의 시행과 강화로 공개적

따라 경쟁사회 속에서 능력 발휘와 함께 생활과 건강에 대한 자

인 여성 흡연을 용납하지 않는 성차별적 흡연 예절이 형성되기

기관리가 생존과 발전의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한 최근의 상황을

시작하면서 여성의 흡연은 핍박과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었

고려하여 건강한 사회인이자 리더의 덕목으로서 비흡연을 실천

다. 19세기 초 개화기 서구 문물과 함께 들어온 제조 연초인 궐련

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흡연을

은 여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표방하는 여성주의 상징의 하나로

우리 사회 전반의 규범이자 덕목으로 만들어나가는데도 기여할

받아들여지면서 공개적인 여성 흡연과 흡연율 증가를 조장하였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성 흡연자 대상의 금연지원도 결혼, 임

다. 담배판매로 얻어지는 이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담배 시장

신, 출산, 육아와 같은 일상의 생애주기와 더불어 취직과 직장생

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세수 확보를 위한 일본 식민 정부의 담배

활, 비혼 생활,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노년 등 삶의 주요 굴곡점

전매제도 도입은 젊은 연령층과 여성에서의 흡연 확산을 가속화

들과 향후 직면하게 될 사회 환경 변화와 그 적응을 고려하여 전

하였다. 반면 구국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금연의 필

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독교적 도덕관에 입각한 절제가 강조되

넷째 역사적 사실의 회고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담배회사의

면서 전국적인 금연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후 일본 식민

여성을 포함한 비흡연자 대상의 직간접 마케팅은 흡연율 증가의

정부가 전쟁을 위한 물자 절약과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파급력이 높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28)

한 ‘내선일체’ 운동의 일환으로 금연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특

최근 국내에는 지난 수십 년 간 찾아볼 수 없었던 담배 제품의 다

히, 현모양처 여성상의 제시를 통해 여성의 흡연을 폐악 시 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종담배의 출시와 마케팅은 여성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

포함한 비흡연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11) 액상형 전자담배와

상은 오늘날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가열담배 등 신종담배의 사용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

여성 흡연의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까

하였으며, 이미 많은 흡연 여성들이 태우지 않는 방식의 신종담

지 이어지고 있는 담배사용에 대한 차별적 성인지에 대한 반성

배 사용으로 냄새와 연기의 불편감으로 부터 자유로워졌거나,

과 함께 중독성과 건강위해라는 담배사용의 폐해에 기반한 올바

덜 해롭다거나 보다 깨끗하고 세련된 담배사용이라는 오인지를

른 국민적 이해와 인식의 형성, 여성 흡연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가지고 있다. 이는 신종담배 출시와 함께 지속되어 온 담배회사

바탕을 둔 적절한 금연지원, 여성을 목표로 한 담배회사의 마케

의 직간접 마케팅의 영향에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

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규제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에 놓여 있는 여성 흡연문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것이다.

정책적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담배사용에 대한 차별
적 성인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오늘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

중심단어: 여성, 담배사용, 성별 차이, 사회 가치, 규제정책, 대한
민국

침되는 중독성과 건강위해라는 담배사용의 폐해에 기반하여 올
바른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이끌어 내고, 적절한 지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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