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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revision of the laws is mandated to protect people from tobacco use. We aimed
to examine the activities and awareness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member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apropos the tobacco control policy of the Committee and its
reinforcement.
Methods: We developed a survey questionnaire to probe the awareness of the committee
members apropos the tobacco control policy. We collected data from the bill Information
website to study the law revision activities of the committee members. We also conducted an
Internet search to collect news articles report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tobacco control
policies instituted by the committee members.
Results: Only two (8.3%) of the 24 committee memb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revealed a gap between the facts and the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 members. Of the
24 committee members, 18 (75.0%) tendered revisions to the tobacco control policies
inscribed in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the Tobacco Business Act. The committee
members were interested in amending the laws on expanding non-smoking areas, controlling
tobacco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and issuing pictorial health warnings on tobacco
packaging, and 19 of them promoted activities related to the tobacco control policy. They
launched efforts to amend the law (48.7%), disseminate the findings and data on the tobacco
control policy (35.1%), and deliver interviews on the topic of tobacco control (10.8%).
Conclusion: Bette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re necessary between the stated
committee and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Health (KSRNT).
Key Words: Tobacco; Smoking; Tobacco control policy;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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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정 외：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금연정책 관련 활동 분석

배

경

우리나라는 FCTC 사무국에 2020년 제7차 보고서 제출 당
시, 협약 이행률을 67%로 보고하였다.(6) 2022년 6월 현재 여전

우리나라 현재 흡연율(만 19세 이상, 표준화)은 2020년 기준

히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과 관련된 FCTC 제13조 관련 이행 노

20.6%로 2019년(21.5%)에 비해 0.9%p 감소하였고, 남성 흡연

력이 미흡한 수준으로 FCTC 조항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서 담배

율은 34.0%로 2019년(35.7%)에 비해 1.7%p 감소하였다.(1)

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즉, 법 개정을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21대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국회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8.5%로 OECD 평균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이중 보

20.4%보다 8.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세계보건기구

건복지위원회는 보건과 복지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담배사용으

있다.(7)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5대 국회 개원 시 보건복지부와

로 인해 매년 약 7백만 명이 조기 사망에 이르고 있다. 흡연으로

국가보훈처를 소관부처로 정하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인한 국내 연간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58,036명(남성

1998년 3월 18일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처 중

50,942명, 여성 7,094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

국가보훈처가 정무위원회로 이관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었던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

12조 1,913억 원이었고, 비용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비

격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개 기관을 소관

4조 764억 원, 교통비 870억 원, 간병비 4,559억 원, 의료이용

부처로 두게 되었다.(8) 국내 담배시장이 신종담배로 인해 빠르

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 1,115억 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

게 변하고 있는 상황, FCTC 당사국으로써 협약 내 구체적인 담

성 손실 6조 4,606억 원으로 조사되었다.(3)

배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황 등 담배로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존 법령을

Tobacco Control, FCTC)은 공중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으로 국제사회가 담배 소비 및 흡연 폐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

위해 만들어졌다.(4) 우리나라는 FCTC 가입을 위해서 2003년

지위원회에서 현재 담배규제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

7월 협약에 서명하였고, 2005년 5월에 비준하였다. FCTC는 총

고,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추진하였는지 분

11장 3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조치 및 의무(담배수요

석하기 위함이다.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보호, 책임과 관련된 문제, 과
학‧기술협력‧정보교류), 제도적 장치 및 절차(제도적 장치 및 재

방

법

원, 분쟁해결, 협약의 발전, 최종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FCTC 비준 이후 담뱃세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규제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렇지만, 협약

의정활동 시작 기간인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담배규

비준 이후 특정 기간 내에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제정책에 관한 위원회와 위원별 활동내용을 파악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그 기간 내에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인식을 알아

예컨대, FCTC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이

보기 위해서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

행을 위해 정부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뱃갑

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입

경고그림 부착 제도를 도입하였으나,(5) 원칙적으로 협약 제11

법활동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별 담배

조는 협약 비준 후 3년 이내에 이행 해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 관련 언론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FCTC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국내법이 개
정되어야 하지만, 법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 FCTC에 대한 인식
부족 혹은 담배로 인한 사회문제가 국회에서 법개정 대상 정책
중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총 24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담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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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입법활동과 언론활동을 조사하였다.

결

2. 연구내용

1.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특성

과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21명, 간사
1) 담배규제정책 인식조사

2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을 소속 정당으로 구분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담배규제정책 이해도와 담배규제정

면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국민의당 1명으로 더불어

책 강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Supplementary data 1과 같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많았다. 지역구 의원은 19명, 비례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기초정보, 흡연·담배

표 의원은 5명이었으며, 초선이 15명, 재선이 6명, 3선이 3명이

관련 일반적 인식, WHO FCTC에 관한 인식, 담배규제를 위한

었다.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기본 특성인 소속 정당,

위원들의 활동 및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총 4개 분류, 12개 문항

지역구 및 의원 당선 횟수 등은 Supplementary data 2와 같다.

으로 구성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별 정보는 보건복지위원
회 홈페이지(https://health.na.go.kr:444)에서 위원 명단, 소

2. 담배규제정책 인식조사 결과

속 정당, 위원별 의원직 당선 횟수 등을 수집하였다. 설문참여 안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위원 중 대한금연학회 담배규제정책

내와 실제 설문지는 우편 발송했고, 설문은 2022년 2월 15일부

인식조사에 응답한 위원은 총 2명(응답률 8.3%)이었다. 두 의원

터 2월 22일까지 총 7일 동안 진행했다. 설문 응답의 편리성과

실(A, B)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편 조사 회수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문 응답은 QR코드
를 이용한 온라인 응답으로만 진행하였다.

응답자 기초정보 문항 중에서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a-1)”의 질문에 A의원실은 ‘흡연자 개인의 문제’로 B의원
실은 ‘사회적 문제·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2) 입법활동 조사

흡연·담배 관련 일반적 인식조사 항목에서는 문항의 정보가 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입법활동을 조사하기

르다고 생각하면 ‘그렇다(Yes)’,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

위해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제

다(No)’라고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 A, B의원실 공통적으

21대 국회 활동 시작일부터 2022년 2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로 “국내 담배제품은 정부 기관 혹은 공기업에 의해서 판매되고

담배사업법을 검색하여 담배와 관련된 법개정 내용을 수집 및

있다.(b-1)”,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담배제품을

검토하였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법률 중 담배·흡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는 정책이 더

연·금연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다. 다음으로 개정 법률

합리적이다.(b-4)”, “흡연실을 충분히 보급하면 비흡연자를 간

안 제안자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인 경우 자료를 추출하였

접흡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b-5)”, “담배회사의 수

다. 개정 법률안 원문에서 제안자 구분(대표발의, 공동발의), 법

익을 저소득층과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용할

률안명, 개정안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현황을 확인하였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b-6)”라는 문항에 ‘그렇
다’라고 응답했고,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보다 건강에 덜

3) 언론 속 담배규제정책 강화 활동

해로우므로 일반담배보다는 규제를 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담배규제정책 강화와 각종

다.(b-3)”, “담배제조 시 담배회사가 첨가하는 물질은 기업의 영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사이트(네이버, 구글)에서 위원 이름과 담배·흡연·금연을 합성

한다.(b-7)”,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매우 효과적

하여 검색했고, 분석 기간은 제21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5월

인 정책이다.(b-9)”라는 문항에는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

부터 2022년 2월 약 1년 9개월 동안으로 정했다. 검색된 기사에

하였다. 또한 “흡연·담배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배회

대해서는 전체 내용을 읽고 법률 개정안 발의 소식, 연구보고서

사와 담배 관련 업계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b-2)”라는 질문

내용을 인용한 기사, 그리고 회의자료 공개 등으로 재분류하였

에 A의원실은 ‘그렇다’, B의원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

다.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로 중복된 내용의 기사는 한 건의 기사

으며, “담뱃갑 경고그림(이미지)은 지나치게 혐오스러워서는 안

로 처리하였다.

된다.(b-8)”와 “담배 재배 농가가 질 높은 담뱃잎을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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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b-10)”라는 문항에는 A의원실은

하십니까.(c-3)”라는 질문에 B의원실은 ‘그렇다’, A의원실은 ‘모

‘그렇지 않다’, B의원실은 ‘그렇다’로 응답했다(표 1).

르겠다’로 응답했다(표 1).

WHO FCTC 인식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WHO

우리나라 FCTC 이행 문항은 FCTC 주요 이행과제를 국내에

FCTC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c-1)”라는 질문에 A의원

서는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으로 총 12개 조

실은 ‘그렇지 않다’, B의원실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나

항을 5점 척도(1점: 이행 매우 부족, 2점: 이행 부족, 3점: 부분적

라는 “WHO FCTC 이행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

이행, 4점: 이행, 5점: 충분히 이행)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FCTC

니까.(c-2)”와 “WHO FCTC를 국내에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

“제5조3항(담배회사의 각종 로비로부터 금연정책 보호) (d-1)”,

Table 1. Results from the survey.
Answer
Topic

Question

(A) Thought about smoking
(B) Knowledge of tobacco
control policy

(a-1) Who is responsible for smoking-related problem
(b-1) Sales of tobacco products
(b-2) Key stakeholders include tobacco industry
(b-3) E-cigarette regulation act policy
(b-4) Smoking areas
(b-5) Second-hand tobacco smoke
(b-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pport
(b-7)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b-8) Pictorial health warnings
(b-9) Increase in tobacco taxes
(b-10) A high standard of tobacco leaves production
(C) Knowledge of WHO FCTC* (c-1) WHO FCTC
(c-2) Status of implementation of FCTC
(c-3) Promoting treaty implementation
(D) Knowledge of national
(d-1) Article 5.3: On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policies with respect to
implementation status of
tobacco control from commercial and other vested interests of the
WHO FCTC*
tobacco industry
(d-2) Article 6: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d-3) Article 8: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d-4) Article 9: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d-5) Article 10: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
(d-6) Article 11: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d-7) Article 12: Edu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d-8) Article 13: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d-9) Article 14: 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
(d-10) Article 15: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d-11) Article 16: Sales to and by minors
(d-12) Article 17: Provision of support for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
activities
(E) Tobacco Control plan
(e-1) Amendment of Law
(e-2) Tobacco control activity except for law amendment
(e-3) Interest of tobacco control policy

Committee Member
A

Committee Member
B

Individual responsibility
Yes
Yes
No
Yes
Yes
Yes
No
No
No
No
No
Don't know
Don't know
Partially implemented

Social responsibility
Yes
No
No
Yes
Yes
Yes
No
Yes
No
Yes
Yes
Yes
Yes
Partially implemented

Implemented
Fully implemented
Rarely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Fully implemented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Fully implemented
Rarely implemented
Rarely implemented
Fully implemented
Implemented
Implemented
Rarely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Partially implemented
Rarely implemented

No
No
Smoking cessation
service

No
No
Expansion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WHO FCTC: World Health Organ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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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담배밀수 등 불법거래 금지) (d-10)”, “제16조(미성년

민의힘 3개로 나타났고, 공동발의는 더불어민주당 12개, 국민

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 (d-11)”는 A, B 의원실 모두 ‘보통’

의힘 3개, 국민의당 1개로 대표발의, 공동발의 모두 더불어민주

으로 응답하였다. “제6조(담뱃세 인상) (d-2)”는 A의원실은 ‘이

당이 많았다.

행’, B의원실은 ‘보통’으로 응답했고, “제8조(실내 전면 금연구역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

시행 및 금연구역 확대) (d-3)”는 ‘충분히 이행’, “제9조[담배 속

의한 경우는 23건(대표발의 10건, 공동발의 13건), 담배사업법

성분에 대한 규제(가향 첨가물 금지 등)](d-4)”는 ‘이행부족’으로

일부개정을 발의한 경우는 6건(대표발의 3건, 공동발의 3건)으

응답하였다. “제10조(담배 속 성분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자

로 총 29건의 담배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세히 공개) (d-5)”는 A의원실은 ‘보통’, B의원실은 ‘이행부족’으

는 담배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분류한

로 응답했고, “제11조(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청소년의 호기심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관련 13건, 담배 광고·판촉

을 유발하는 담뱃갑 포장 규제) (d-6)”는 A의원실은 ‘이행’, B의

관련 6건, 경고문구·그림 관련 2건, 담뱃세 관련 2건, 담배 성분

원실은 ‘충분히 이행’으로 응답했다. “제12조(흡연예방교육, 금

규제 및 공개 관련 2건으로 금연구역과 관련한 개정안이 가장 많

연교육 등 제공) (d-7)”는 A의원실은 ‘보통’, B의원실은 ‘이행’으

았다. 금연구역 관련 개정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로 응답하였고, “제13조(담배광고, 판촉, 후원 금지) (d-8)”는 A

해수욕장‧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 피

의원실은 ‘충분히 이행’, B의원실은 ‘이행’으로 응답하였다. “제

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에 관한 내

14조(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d-9)”는 A의원실은 ‘이행’,

용들이었다. 담배광고 및 판촉에 관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

B의원실은 ‘이행 부족’으로, “제17조(담배 재배 농가 대상 경제

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광고 금지, 소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 규

적 대체활동 지원) (d-12)”는 A의원실은 ‘보통’, B의원실은 ‘이행

제 및 담배광고 노출 규제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

부족’으로 응답했다(표 1).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관련된 개정안은 담뱃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담배규제를 위한 활동 및 계

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경고그림의 크기 확대, 무광고

획에 대한 문항에 두 의원실 모두 흡연·담배 관련 법령 개정 활동

표준담뱃갑 정책(tobacco plain packaging) 도입에 관한 내

(e-1)과 입법활동 이외에 담배규제 및 금연과 관련한 활동(e-2)

용이었다. 담뱃세와 관련된 개정안은 담배 종류별 위해 정도에

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담배규제정책 중 어떤 주제에 관심

따라 담뱃세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성분규제

이 있는지(e-3)에 대한 질문에 A의원실은 흡연자의 금연지원, B

및 공개와 관련된 개정안은 담배 내 성분을 공개하거나 가향물

의원실은 금연 프로그램 확대로 응답했다(표 1).
Table 2. Topics of amendment to the tobacco-related law.
3. 담배규제정책 관련 입법활동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별로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입법활동을 파악하였다(Supplementary data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담배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국
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또는 공동 발의하
는데 참여한 경우는 24명(남성 14명, 여성 10명) 중 18명(남성
11명, 여성 7명)으로 위원들의 약 75%가 담배규제정책 관련 입
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원 9명은 대표발의자
였고, 담배와 관련해 가장 많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원은 최
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총 3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뒤를 이어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담배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위원들의 소속정당별 개
정안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10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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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Topic

Smoking Ban
Tobacco advertisement
promotion and sponosorship
Pictorial health warnings
Taxation
Tobacco ingredient regulation
and disclosure
Total
Tobacco Business Act Tobacco advertisement
promotion and sponosorship
Tobacco definition
Pictorial health warnings
Tobacco manufacturing
Total

N(%)*
13 (52.0%)
6 (24.0%)
2 (8.0%)
2 (8.0%)
2 (8.0%)
25 (100.0%)
2 (33.3%)
2 (33.3%)
1 (16.7%)
1 (16.7%)
6 (100.0%)

*There were bills for an amendment to both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Tobacco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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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 2).

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황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광고 및 판촉 관련 2건, 담배정의

원실에서 기사화한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위원이 흡연으로 인

개정 관련 2건, 경고문구 및 그림 관련 1건, 담배제조 관련 1건이

한 사회경제적 비용,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결과, 담배

었다. 담배광고 및 판촉 관련 개정안 내용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판매량 등 담배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 한 형식으로 언론에 보

광고의 외부노출 제한, 가향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에 관한

도되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활

것이었다. 그리고 담배 정의 개정안 내용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

동 중 담배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확인할

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로 규제할 수 있

수 있었다.

도록 하는 내용이었다(표 2).
발의된 법률안은 약 82.8% (24개)가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내

고

찰

용이었으나 일부 개정안 중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영업소 내
부에만 전시‧부착, 금연구역 내 흡연실 의무 설치, 간접흡연 피해

본 연구의 목적은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위원의 담배

감소를 위해 다른 신종담배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일부 포

규제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 활동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함되어 있었다. 이는 FCTC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인식수

호), 제13조(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등의 권고사항과는 반

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 개발 및 조사를 시행했고, 설문참

대되는 내용이었다. 담배규제정책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정당별

여 위원은 24명 위원 중 8.3%에 해당하는 단 2곳의 의원실이었

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79.2%, 국민의힘이 16.7%, 국민

다. 이렇게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설문조사기간

의당이 4.1%로 나타났다. 법률안을 발의한 위원들은 초선이

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으로 대부분의 위원들이 선거운동으

66.7%, 재선이 16.7%, 3선이 16.6%였다. 반면, 담배규제정책

로 설문조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는

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률안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대한금연학회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인식이 낮았기 때

이 60%, 국민의힘이 40%였고, 초선은 20%, 재선이 80%로 나타

문에 설문조사 참여 동기가 제대로 유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났다.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
으로 법률 재개정이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담배규제정책 분야에

4. 담배규제정책 관련 언론활동

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향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언론활

후에는 설문조사 방법을 비대면조사에서 대면조사로 변경하는

동을 조사한 결과(Supplementary data 4)는 다음과 같다. 위

것이 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회 소속 24명 위원 중 18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4

설문조사 참여율이 낮고, 2곳의 의원실 답변이 제21대 보건

명, 국민의당 1명)이 담배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에 노출되었

복지위원회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결과는 다소 심각한

고 중복을 제거한 후 총 37개의 관련 기사를 확인하였다. 의원실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FCTC를 비준한 지 약 17년이 지

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것은 1건으로 처리하였다. 언

났음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실 내 구성원 등이 FCTC에 대

론에 노출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은 향후 담배규제정책 강화 노력

언론활동 내용은 법률 개정안 제출 소식 보도(48.7%), 담배·흡

에도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전히

연·금연 관련 현황 및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보도(35.1%),

정부 혹은 공기업이 담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인식, 흡연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인터뷰(10.8%), 각종 회의 자료 공개

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서 흡연실 확대 및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5.4%)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규제정책

분리하는 분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담배회사의 각종

을 강화하거나 찬성하는 내용의 기사는 78.4%, 담배규제정책을

사회공헌활동을 지지한다는 인식은 담배 혹은 흡연에 대한 최신

완화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는 21.6%로 나타났다.

정보가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법률 개정안 제출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은 의원실에서 발의

것이다. FCTC에 대한 인식 부족, FCTC 권고에 어긋나는 것을

한 개정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국내 담배규

법률안 개정 내용을 다루었다. 담배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

제정책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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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두 의원실 모두 담뱃세 인상은 금연정책으로써 효과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재개정 활동, 즉 입법활동은 국회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단, 일부 의원실의 응답인 만큼 이 결과를

혹은 정부만의 고유권한이라기보다 관련 대한금연학회와 같은

제21대 국회 모든 보건복지위원의 전체 인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전문단체의 참여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10) 결

안 될 것이다.

국,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위해서 전문학회는 국회에 더 다가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4.0%에서

야 하고 이를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 목표를 달성하기 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해서는 담배규제정책 강화 및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적극적으로

대상으로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인식과 현재까지의 입법 활동 및

차단해야 한다. FCTC에 근거하여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

언론 활동을 조사했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단, 담배규제정

입을 차단하거나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책 인식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수가 적은 만큼 본 연구의 결과를

정책 강화,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의 흡연 예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방사업 강화 등 다방면으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담배 관련 개정안들은

결

론

금연구역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아 담뱃세 인상, 실내 전면 금
연구역지정 시행을 위한 개정안 등 다양한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배규제정책 관

관심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분연정책, 실외 금연구역 확대 등에

련 인식 및 활동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제21대 국

관한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되는 신종담배 사용으로 인한 청소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의 담배 및 흡연 관련 인식에

년 흡연율 상승, 각종 담배제품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청소년 흡

는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였다. 또한, 제21대 보건

연시작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발의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

한, 대부분이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일

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내 도입 시급성,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제

부 법률안 중에는 담배규제정책을 약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

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금연학회는 국

어 있었다. 이는 FCTC의 기본 목표와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

내 유일한 담배규제정책분야 전문 학술단체이지만 국회 보건복

로부터 보호), 제13조(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등 세부 권고

지위원회와 교류가 없고, 교류를 위한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항과 달라 자칫 국내 담배규제정책 발전에 방해되는 일이 벌

보건복지위원회에 담배규제정책 강화의 중요성, 특히 개정 우선

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순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

대한금연학회는 담배규제정책, 금연지원서비스 분야 국내 유

한 측면이 있었다. 대한금연학회는 국내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일한 전문 학술단체이다. 하지만 학술단체와 협력을 통해 올바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

른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금연학회

가 있고, 향후 상호협력을 통해 담배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결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담배규제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께

국,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담배규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이
고, 향후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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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금연학회 ‘2021년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한 연

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가 담배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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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당선횟수 비율은 다르지
만, 담배규제 강화와 관련된 법률안 개정은 초선 의원이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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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담배규제를 약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재선 의원 비
율이 높은 점은 국회와 전문단체 간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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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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