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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the COVID-19 global pandemic and its impact o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global
conferences and travel, the Ni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CTC
(COP9) had been delayed to 8-13 November 2021. The 161 Parties to the WHO FCTC, 6
non-Party, 4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16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gathered virtually for COP9, and mainly discussed the implementation of the
WHO FCTC Article 9 and 10. The expert group of Article 9 and 10 found that a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impact and contribution of Article 9 and 10 on
a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strategy exists among regulators policy-mak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lted in less attention given to these articles, and
insufficient fund, technical capacity, and human resources were also the factor to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ticle 9 and 10. COP9 also discussed emerging tobacco products. The
WHO prepared a comprehensive report on research and evidence on emerging tobacco
products, in particular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and suggested that Parties recognized
HTPs including their devices as tobacco products and were reminded about their
commitments under the WHO FCTC when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HTPs. In
addition, COP9 adopted the “Declaration on WHO FCC and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that stresses the need to protect public health policy from the commercial and
vested interests of the tobacc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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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CTC 조항의 당사국 내 이행을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론

FCTC 조항 이행을 위한 지원, 필요 시 FCTC 조항별 시행규칙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
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s)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등
의 결정도 내리게 된다.

FCTC)은 담배 유행병(tobacco epidemic)으로부터 전 세계

COP은 매 2년마다 규칙적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2005년 2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003년 6월

월 FCTC가 효력을 가진 이후 첫 번째 COP은 2006년 2월 6일

16일부터 22일까지 WH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FCTC에 동

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1년 혹은 2

참할 국가들의 서명(signature)을 받고, 이후 국제연합(United

년마다 개최된 후 2021년 11월 9번째 총회에 해당하는 COP9

Nations, UN)의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2003년 6월 30일부터

이 개최되었다. COP1부터 COP3까지는 FCTC 주요 조항의 가

2004년 6월 29일까지 참여국의 서명을 받았다. 이 기간에 총

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었고, COP4부

168개국이 FCTC 참여에 서명하였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 날로

터 COP8까지는 2년마다 개최되었다. COP9의 경우 일정상

부터 2년 이내에 총 40개국 이상의 국가가 FCTC에 서명함에 따

2020년 11월에 개최되어야 했으나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라 FCTC는 2005년 2월 27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흡연으로 인

COVID-19 상황에 따라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였고, 2021년

한 피해는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 예컨대 국

11월 COVID-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경 간 담배밀수, 무역을 통한 담배수출입, 담배회사의 직·간접적

회의로 개최되었다.
표 2는 COP1부터 COP8까지 각 총회별 주요 일정, 회의 장

인 시장 개척, 그리고 다국적 담배회사의 각종 담배 마케팅 활동
등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많은 국가

소, 참가국, 주요 안건 등을 정리하였다.

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168개국은 서명절차를 통해 FCTC

WHO는 COVID-19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를 자국 내 법체계에 따라 비준(ratification)하는 절차를 거쳐

FCTC 이행을 비롯한 담배규제정책 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 그

야 하고, FCTC 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생기게 되

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신종담배 출시 및 담배업계의 적

었다. 2022년 1월 현재까지 총 182개국이 WHO FCTC에 비준

극적인 담배규제정책 방해 및 약화 활동 등이 포착되는 상황에

하였다.

서 더는 COP을 미룰 수 없어 2021년 11월 COP9을 개최하였

WHO FCTC는 총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6조에

다. 기존 방식과 달리 비대면 상황에서 COP이 개최되었고, 이로

서 14조는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조치들, 그리고 15조에서

인해 꼭 필요한 내용만이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졌지만, 현시점

17조는 담배 공급을 감소시키려는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표 1).

에서 COP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고, COVID-19 상황과 관련

WHO FCTC를 비준한 국가, 즉 당사국(Party)에 의해서

해 FCTC 당사국이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한지

FCTC는 관리(governing)된다. 그리고 당사국 회의(Conference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COVID-19 상

of the Parties, COP)는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을 근

황에서 국내 담배규제정책과 금연지원사업 추진 상황이 여느

거로 FCTC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COP은

FCTC 당사국들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 시기 COP9 주요 회의

Table 1. The core demand reduction provision and supply reduction provision in the WHO FCTC.
Demand reduction provision
•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and
•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
•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 Edu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and,
• 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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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reduction provision
•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 Sales to and by minors; and,
• Provision of support for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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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e, where, participant and decision of the COP.
#COP

Date

COP1 6 to 17 Feb
2006

COP2 30 June to 6
Jul 2007

COP3 17 to 22 Nov
2008

COP4 15 to 20 Nov
2010

COP5 12 to 17 Nov
2012

Where
Geneva

Participant

Decision

• 113 Parties
• 50 States non-Party, 10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17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redited as observers to the COP
• 146 Parties
• 12 States non-Party, four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16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redited as observers
• 130 Parties
• 7 States non-Party, 3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12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redited as observers

• To establish the reporting system under the Convention, to initiate the development
of possible protocols on cross-border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and
on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and to initiate the elaboration of guidelines on
Articles 8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and 9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of the Convention
Bangkok
• Adopted the guidelines of Article 8 on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and decided to initiate or continue the work on five other guidelines on different
articles of the Convention
• Decided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on a Protocol to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Durban
• Convention instruments,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as well as institutional and
budgetary matters were discussed and appropriate decisions taken
• The COP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adoption of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5.3, 11 and 13 of the WHO FCTC. The Conference also reviewed
implementation progress globally and further promoted reporting arrangements
under the Convention
• Treaty instruments,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as well as budgetary and
Punta del • 137 Parties
Este
• 7 States non-Party, 5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 matters were discussed.
organizations and 11 nongovernmental • Adopted three new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se new
organizations accredited as observers guidelines were issued for Article 12 (edu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and Article 14 (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 as well as partial guidelines on Articles 9 and 10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and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
• A final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decided that
negotiations on a protocol to combat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should
continue into 2012
Seoul
• 140 Parties
• The adoption of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on 12
• 7 States non-Party, 6 international
November was a significant milestone. This sets out the rules for combating illegal
intergovernmental and 12
trade through supply chain contro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Adopted a set of guiding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accredited as observers
implementation of Article 6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A process was established for further developing policy options and
recommendations on Article 17 and 18, which concerns economically sustainable
alternatives to tobacco growing, in time for the next session
• The Parties also made a collective commitment, in the Seoul Declaration,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protect it from interference
by the tobacco industry. The Declaration also commits Partie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Convention Secretariat and other international bod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implement the Convention

안건 및 결정사항들이 국내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지원사업 강화

(COP6-COP9)으로 여러 차례 COP 회의에 참여하였고, 이번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COP9 역시 실제 회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COP9 전반에 대

COP9의 주요의제, 논의내용 등을 정리하여 국내 연구자, 정책

한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COP9

결정자, 언론 등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에 사용된 의제 안건, 회의록, 정부대표단 정리 자료 등을 바탕으

본 보고서의 저자는 2012년 COP5를 시작으로 COP9까지

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시민단체 참관(observer) 자격(COP5)과 정부대표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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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OP

Date

Where

Participant

COP6

13 to 18 Oct Moscow • 135 Parties
2014
• 6 States non-Party, 4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and
10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redited as observers

COP7

7 to 12 Nov Delhi
2016

• 134 Parties
• 5 States non-Party, 4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13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redited as observers

COP8

1 to 6 Oct
2018

• 148 Parties
• 6 States non-Party, 4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13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redited as observers

4

Geneva

Decision
• Adopted a set of new guidelines on Article 6 of the WHO FCTC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new policy options and
recommendations on economically sustainable alternatives to tobacco growing (in
relation to Article 17 and 18 of the WHO FCTC)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parti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s 9 and 10 of the WHO FCTC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and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
• The COP gave guidance on smokeless tobacco product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and 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 and waterpipe tobacco
products
• There was also a discussion of issu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HO
FCTC;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inclu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legal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HO FCTC
• Adopted the further parti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s 9 and 10 of the
WHO FCTC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and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 It also welcomed the recommendations on impact
assessments. Parties were invited to monitor and report on the emerging issues
related to the use and regulation of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and
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
• Adopted the framework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arget 3.a to the overall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Adopted the Convention Secretariat’s fundraising strategy. It also mandated that
the Convention Secretariat to seek observer status to the governing bodies of other
relevant UN agencies
• Adopted the Delhi Declaration calling Parties to increase their efforts to prevent
interference by the tobacco industry at all levels. It also appeals for Partie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arget 3.a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Adopted a Medium-Term Strategic Framework (MTSF) outlining a new action plan
to scale up the global tobacco control agenda over the next few years. The MTSF,
also known as the Global Strategy to Accelerate Tobacco Control, aim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the FCTC, with a roadmap to guide the work of the
Parties, the Convention Secretariat and other stakeholders with regards to tobacco
control from 2019 to 2025
• Adopted a series of measures for preventing further interference by tobacco
industry in public health policies to including maximizing transparency to protect
WHO FCTC related sessions and proceedings from the intrusion of tobacco industry
representatives and interests
• Acknowledged the need to address both cross-border advertising and TAPS in
entertainment media, particularly in the ligh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way that media is delivered and has established a Working Group to develop
specific Guidelines to provide further guidance to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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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대표단으로 참여하였다. 전
체 대표단 인원은 23명이었다.(3) 특히, 이성규 센터장은 지난

1.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총회 개요
WHO FCTC 제9차 당사국 총회(The Ni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COP9)는 당초 회의 개최 순환주기에

COP8에 이어서 COP9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단을 대표해서 주
요 FCTC 조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과 A
(Committee A) 부의장(Vice-Chair)으로 활동하였다.(4)

따라 202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2018년 COP8에서 차기
COP 개최지로 선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2월

2.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총회 주요의제 및 시사점

COVID-19 발생과 이로 인한 여행 제한 및 국경 봉쇄 등의 이유

FCTC 당사국 총회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 총회

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 이후, COVID-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동일하게 진행되는 의제와 해당 총회 시 특별히 논의 및 의사결

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이 약화하고, 이 시기 담배업계의 각종 담

정이 필요한 의제들로 구분된다. COP9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배규제정책 무력화 전략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COP9의 신속한

회의로 진행되는 한계, 그리고 대면회의와 달리 논의가 연장되

개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2021년 11월 8일부터 13일

거나 최종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추가적인 논의가 항상 반복되는

까지 COP9을 개최하게 되었다.(1)

기존 총회와 달리 애초 정해진 하루 6시간의 회의 시간 이외에는

COP9은 COVID-19 상황을 고려해 기존 대면회의 방식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의제의 양

비대면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을 기존 총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축소한 형태로 진행

서 기존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하였다.

은 회의절차 등을 “COP9 개최를 위한 특별절차(Special

FCTC 당사국 총회 의제 논의는 크게 전체회의와 두 개의 분

Procedures for the conduct of the Ninth Session of the

과회의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분과A에서는 주로 FCTC 조항 내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CTC) (2)”에 담아

용, 각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논의가 진

COP9 회의 시작 후 첫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만장일치로 이 특

행되면 반면, 분과B에서는 FCTC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

별절차를 통과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원에 관한 의제들이 논의된다. 그리고, 전체 당사국의 의사결정

COP9에 참여한 당사국은 총 161개국으로 역대 COP 회의

이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중 가장 많은 당사국이 참여한 회의로 기록되었다. 물리적 여행

COP9 분과A의 주요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많은 당사국이 참여하였고, 참

FCTC 제9조, 10조 이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working group)

관국 및 단체 역시 6개 비당사국(Non-Parties), 4개의 국제단

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 둘째는 신종담배에 관한 주제였다.

체(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inzations, IGOs),

이들 주제는 총 5개의 회의 자료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6개의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분과B의 주요의제 역시 분과A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구

NGOs)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분된다. 첫 번째 주요의제는 2022-2023년 회기 FCTC 운영을

회의 개최시간은 스위스, 즉 중앙유럽시간(CET) 기준 오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검토하는 안건이고, 두 번째는 FCTC의

10시부터 13시까지 오전 세션이 진행되었고, 오후세션은 오후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 외부 투자 및 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에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었다. 국내 시간으로는 18시부터 익

대한 주제였다. COP9 전체의제 목록은 표 3과 같다.

일 1시까지 공식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

(1) 비대면 온라인회의 진행 관련 담배회사 방해전략

표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행정안

비대면 온라인회의 진행을 위한 특별절차가 전체회의를 통해

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으면 COP9 진행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과,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한국건강

서 특별절차에 관한 안건(2)이 회의 개최 첫날 가장 먼저 논의되

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였고, 민간

었다. 비대면 온라인회의를 통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한림대학교 성심

한 것은 회의참여방식과 정족수 관리였다. 특별절차에는 회의참

병원 백유진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민경 교수, 한국담배

여 방식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 접속을 통한 회의 참석을 실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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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visional agenda of the Ni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of WHO FCTC.
Agenda
Opening of the session

Detailed agenda
Adoption of the agenda and organization of work
Credentials of participants
Special procedures for the conduct of the Ni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CTC

Applications for the status of observer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Global progress in implementation of the
WHO FCTC
Treaty instruments and technical matters
Implementation of Articles 9 and 10 of the WHO FCTC (Regulation of contents and
disclosure of tobacco products: reports by the expert group, and by WHO and
the Convention Secretariat)
Novel and emerging tobacco products
Reporting, implementation assist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udgetary and institutional matters

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

Performance and progress reports
Proposed Workplan and Budget for the financial period 2022-2023
Payment of the assessed contributions and measures to reduce Parties in arrears
Convention Secretariat’s fundraising strategies: Investment fund concept
Review of accredit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the status of
observer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trengthening synergies betwe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he World Health
Assembly: report by the WHO Director-General on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Seventy-second, Seventy-third and Seventy-fourth World Health Assembly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Convention Secretariat report by the Bureau
Date and place of the Tenth Regular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Vice-President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doption of the provisional report of the Ni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losure of the session

Document
FCTC/COP/9/1
FCTC/COP/9/1 (annotated)
FCTC/COP/9/2
FCTC/COP/9/3
FCTC/COP/9/4
FCTC/COP/9/5
FCTC/COP/9/6
FCTC/COP/9/7
FCTC/COP/9/8
FCTC/COP/9/9
FCTC/COP/9/10
FCTC/COP/9/11
FCTC/COP/9/12

FCTC/COP/9/19
FCTC/COP/9/20
FCTC/COP/9/21

Source: WHO FCTC. Provisional agenda. Ninth session, FCTC/COP/9/1. https://untobaccocontrol.org/downloads/cop9/main-documents/FCTC_COP_9_1__EN.pdf

의 참석으로 간주하는 것과 이러한 참석형태를 정족수로 인정한

이에 대해 FCTC 사무국에서는 안건으로 제시된 특별절차는

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과테말라 대표

FCTC에서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 아닌 세계보건총회(World

단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과테말라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Health Assembly)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이미 활용

특별절차에 관한 안건 통과를 저지했다. 첫째는 FCTC 절차규칙

된 방식이고, 이 특별절차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과 약 6

제34조에 따르면 당사국 총회는 전체 당사국의 3분의 2가 참석

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단, 인터넷 접속 환경

해야 회의진행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에 따른 기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만큼 이 부분

회의의 경우 온라인회의 사이트에 연결만 되었다고 회의에 참석

에 대해서는 WHO IT (information technology)팀에서 적극

했다고 볼 수 없고, 더불어서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실제 한국 대표단이 회의를

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접속

진행하는 장소에서도 일부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 발

환경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 즉시 제네바에 있는 WHO IT팀 내 전문가가 대표단 담당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특별절차에 동의할 수 없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음을 강조했다. 필리핀 또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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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비정부단체인 Framework

째, 담배제품에 대한 분석, 실험 등에 대해서 교육 및 훈련이 되어

Convention Alliance (FCA)는 그다음 날 FCA COP9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Bulletin(5)에서 과테말라와 필리핀을 재떨이상(Dirty Ashray)

넷째, 제9조, 10조 이행사항은 다른 FCTC 조항들에 비해 이행

수여자로 정하고, COP9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지적했다.

에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국가담배실험실을 운
영하기 위한 예산, 고가의 실험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이

(2)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 10조 이행에 관한 의제

당사국의 제9조, 10조 이행에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FCTC 제9조, 10조는 담배제품 속 성분, 배출물 속 성분 등에

것이다. 끝으로, 담배회사로 하여금 정치적,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관한 자료를 정부가 담배업계로부터 제출받고, 그 내용을 국민

가능성이 크고, 정책담당자들에게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에게 알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9조, 10조에 해당하

담배회사를 제9조, 10조 이행에 있어서 당연한 이해당사자로 인

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른 가이드라인과 달리 “부분적

식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 취득을 위해서 담배

(partial)”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조항 이행이 시급한 내용

회사와 협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제9조, 10조 이행에 어

이지만 현재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COP1과 COP2를 거치면서 FCTC 제9조와 10조에 관한 실무

이러한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룹(Working Group)을 꾸렸고, 이후 2010년 COP4에서 부

첫째, FCTC 제9조, 10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당사국의 정확

분적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실무그룹에서는 추가적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캠페인, 워크숍, 웨비나, 간결한

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

정책브리핑자료 제작 등의 방법으로 제9조, 10조 이행사항들이

적하면서 2012년 COP5, 2014년 COP6까지 추가적인 가이드

담배규제정책의 포괄적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교

라인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9조, 10조 이행에 수반되는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8년 COP8 진행 중

예산이 커서 이미 확보한 자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COP9까지 실무그룹의 활동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

이 분야에 있어서 국제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고, 실무그룹에게 추가적으로 당사국들이 왜 FCTC 제9조와 10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회사가 제9조, 10조 이행이 필요한 일

조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COP9에서 보고해

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내용에 대한 실무그룹의 활동결과가

FCTC 제9조, 10조 이행에 관한 내용 중 두 번째는 2018년

FCTC 제9조, 10조 이행에 관한 안건 첫 번째로 다루어졌고, 관

COP8 결정에 따라 당사국이 FCTC 사무국에 WHO와 협력하

련 내용은 COP9 회의자료 FCTC/COP/9/6(6)에서 다루고 있

여 일반담배(궐련, conventional cigarettes)의 환기 장치

다.

(ventilation)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COP9 개최 시

실무그룹에서 연구를 통해 파악한 당사국 내 FCTC 제9조,
10조 이행 부족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9조, 10조 이행사항이 향후 당사국 내 포괄적 담배규
제정책 강화에 정확하게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잠재

당사국에게 궐련 환기장치가 궐련 흡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규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
에 대한 FCTC 사무국의 결과보고는 COP9 회의자료 FCTC/
COP/9/7(7)에 수록되어 있다.

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FCTC 사무국은 궐련의 환기장치에 관한 주요 전문가 회의 및

때문에 이들 조항에 대한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이행노력이 부족

연구결과 등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COP9 개최 중에 보고하

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제9조, 10조 이행사항을 단순

였다. 첫째는 궐련 환기장치 기술이 실제 궐련 흡연에 미치는 영

히 ‘실험실 테스트(laboratory testing)’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

향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보고하였고, 둘째는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제9조, 10조 이행사항

궐련 환기장치 기술에 대한 개별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잠재적

에 특정 항목의 경우 정책담당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이 분야에서 연구

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9조, 10조에 대한 이해가

가 필요한 영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실험용어, 매우 전문적

우선, 궐련의 환기장치에 관한 주요 전문가 회의 논의결과는

인 용어 등도 제9조, 10조 이행의 방해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셋

결국 궐련 필터를 둘러싼 작은 구멍(천공)이 ISO방식으로 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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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속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측정할 때 결괏값을 과소평가하

하였고 WHO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FCTC/COP/9/9(8) 회

도록 하고, 그 결과 담배회사는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만들 수

의안건으로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담배회사의 담배필터 환기장

가열담배 관련 전문가 그룹의 연구결과 주요 내용은 첫째, 가

치 기술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실

열담배 판매에 활용되는 담배회사의 마케팅은 ‘덜 해로운 담배

질적으로는 흡연자가 원하는 니코틴을 모두 얻기 위해서 흡연량

(tobacco harm reduction)’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

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고 이 메시지는 특히 기술발전, 첨단기술을 언급하면서 20-30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FCTC 당사국은 궐련을 포함

대 젊은 연령층의 관심을 끄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담배회사

한 모든 담배제품 내 환기장치 기술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정

는 가열담배 기기장치와 담배스틱을 분리해서 마케팅하고 있고,

책 도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흡연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장치,

이는 당사국별 담배규제 환경에 따라 동일하게 혹은 다른 마케

건강에 덜 해로운 방식의 흡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각종 담배회

팅 전략을 세워 가열담배 수요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

사의 전략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된 가열담배 관련 각종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궐련 사용에서
가열담배 사용으로 “완전한” 교체가 일어날 때 일부 독성물질 노
출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결코 덜 위험하거나, 모든 독성물

(3) 신종담배 관련 의제
COP9에서 논의된 신종담배 관련 의제는 COP8 결정사항 중

질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혹은 가열담배, heated tobacco products,

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실제 궐련 흡연자들이 이들 가열

HTPs)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COP9에서 당

담배로 완전히 교체 혹은 전환할 수 있다는 것에 반대되는 결과

사국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COP8에서 당사국이 WHO에 요청

를 보이고 있다.

Table 4. Policy recommendation for heated tobacco products under the FCTC Article 6 to 20.
Number of FCTC Article
Article 6

Article 8
Article 9 &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6
Article 20

Policy recommendation
• Until more clarity is provided about the harms and relative risks of HTPs, and given the relative homogeneity of tobacco inserts used in
HTPs, these products should be taxed at the same rate as CCs, in order to achieve parity with the average CC tax rates within a country.
In the case of a specific tax, the base should be per unit.
• Ban the use of HTPs where smoking is prohibited, making sure that legislation for smoke-free environments complies with all
recommendations of Article 8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nd treats HTP use as smoking.
• Monitor priority harmful compounds in HTP emissions such as nicotine, aldehydes and carbon monoxide, and reduce as appropriate, based
on WHO recommendations and the national context.
• Consider using the methods developed by TobLabNet to measure priority toxicants in HTP contents and emissions.
• Regulate the contents, emissions and design features of HTPs and require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HTP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and 10 of the WHO FCTC, including FCTC/COP/9/910 restriction of the use of flavours that appeal to minors and prohibit the addition
of pharmacologically active substances, in jurisdictions where they are legal.
• Require large graphic health warnings and plain packaging on HTP inserts and device packages as for any other smoked tobacco products.
• Ensure that the public is well informed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use of HTPs, including the risks of dual use with CCs and other
tobacco products, and stress that reduced exposure does not necessarily mean reduced harm.
• Apply existing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tobacco inserts and devices, and where this is not currently
possible (as indicated in 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13 of the WHO FCTC) strengthen the law to ban all forms of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s of HTP inserts and devi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and its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 In taking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cessation of tobacco use and adequate treatment for tobacco dependence, HTPs should be
treated as tobacco products, as such measures are applicable to all tobacco use.
• Ban sale of HTPs to and by minors.
• Strength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trends in HTP use, sales and marketing strateg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ocial media.

Abbreviations: HTP, heated tobacco product; CC, conventional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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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담배에 관한 포괄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WHO가

정의에 이러한 신종담배 기기장치 혹은 연초의 잎을 제외한 다

FCTC 당사국에 제안하는 가열담배 관련 규제정책 방향성은 다

른 부위로 제조된 담배의 경우는 담배로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음과 같다.

을 지적하고, FCTC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FCTC

첫째, FCTC 당사국은 가열담배를 다른 담배와 동일하게 규
제해야 한다. 이러한 큰 방향성 아래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원문(principle) 내 담배정의 확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
다.

비흡연자들의 가열담배 사용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배
회사의 가열담배에 관한 불확실한 주장들, 특히 인체에 미치는

4. 선언문: Declaration on WHO FCTC and recovery from

영향, 독성물질 감소 등의 주장들로부터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the COVID-19 pandemic

국민이 담배회사의 마케팅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COVID-19 상황으로 기존 COP 회의 일정에 비해 1년 연기되

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가열담배의 기기장치와 담배스틱을

었고,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았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COP9

분리할 수 없고, 기기장치의 경우 여전히 담배로 분류되어 규제

은 앞서 요약한 여러 안건과 함께 COVID-19 상황에서도 담배규

되는 당사국이 많지 않지만, 이들 기기장치는 흡연 이외에는 다

제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문(9)을 발표하였다.

른 곳에 사용될 수 없는 만큼 담배제품으로 분류하여 강력하게

선언문에서는 담배제품 사용이 COVID-19 관련 중증도 증

규제해야 한다. 끝으로 담배규제에 활용되는 당사국 내 모든 정

가 가능성, 담배사용으로 인한 만성질환자 발생 증가가

책이 가열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표 4는 가열담배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상황과 겹쳐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와 관련해서 FCTC 수요감소 및 공급감소 조항(제6조-17조)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COVID-19 상황에서 담배규제정

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책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 담배업계의
각종 담배규제정책 약화 활동에 문제인식을 가지면서, 담배회사

3.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활동

의 제약회사 인수합병,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각종 사회공헌

총 23명으로 구성된 WHO FCTC COP9 대한민국 정부대표

활동으로 담배회사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 COVID-19로

단은 이번 COP9 회의 중 논의된 대부분 안건에 있어서 적극적

혼란스러운 시기 정부정책에 개입하려는 담배회사의 다양한 활

인 의사를 표명하였고, 특히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도전적이고

동에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특별히 FCTC 제5조3항의 당

중요한 발언도 진행하였다.

사국 내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다.

WHO FCTC Global Progress Report (세계이행보고서)와

선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당사국 내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

관련해서는 COP8 이후 국내 담배규제정책 강화 노력, 담배규

다. 첫째, FCTC 제5조3항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COVID-19 상

제정책 강화가 더 필요한 부분, 국제사회 및 당사국의 지원이 필

황 대응을 위한 각종 공중보건정책에 담배업계의 개입 및 방해

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였다. 주요의제와 관련해서는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사국에 요청하였다.

FCTC 제9조, 10조에 관한 실무그룹의 보고내용에 대한 중요성

둘째, WHO FCTC 조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하였다. 끝으

강조, 더불어서 WHO FCTC 사무국과 당사국 간 추가 노력이

로, COVID-19 상황에서 대면을 기반으로 한 금연지원서비스

필요한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9조, 10조 가이드

가 약화된 상황을 FCTC 제14조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각종 비

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에서 지적한 문제처럼 제9조, 10조

대면 기술을 이용한 금연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사국

이행이 당사국 내 어려운 점이 가이드라인 이행에 소요되는 예

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산이 크고, 더불어서 인적자원도 부족한 만큼 당사국 간 협력체
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주

결

론

장하였다. 그리고 신종담배와 관련된 의제에서는 가열담배, 액
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기기장치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여전히

COVID-19로 인한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전 인류를 담배사

기기장치를 담배제품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

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1개 WHO FCTC 당사국이 비대

에 대해서 FCTC가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면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역대 당사국 총회 중 가장 많은 당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재 FCTC 제1조 d항 내 담배의

사국이 9차 총회에 참가하였고, 다른 회차 총회들과 비교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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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한된 논의과정과 논의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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