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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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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실린 이 등의 리뷰저널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두 나

도록 되었다.(7) 더불어 최근 EU와 중국에서도 가향제품의 판매

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을 위

가 금지되었다.(6) 이와 같이 각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한 전략과 진행 사항을 살펴보고, 담배종결전을 우리나라에 도

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지만 담배회사도 발 빠른 대응으

입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1)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로(궐련형)전자담배 판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종결전이란 용어를 금연정책에 도입한 적이 있다. 2019년 정부

한편 우리나라에서 담배회사는 “담배 연기 없는 세상, Smoke-

에서 “담배종결전”을 선언하고 2022년 남성 흡연율 29% 이하

free worlds”라는 구호로 궐련의 유해성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를 목표로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여 FCTC의 다양한 정책을 도입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바꾸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였다.(2)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

마치 금연진영에서 제시한 정책에 동조하는 듯 보이지만, 금연

도입, 실내 흡연실 폐쇄, 담배제품의 원료, 제품의 연기에 포함된

진영에서 “위해줄이기, harm reduction”이 꼭 필요한 흡연자

유해 성분 제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무분별하게 마케팅 기법으로

이 정책 대부분은 도입되지 않았고,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남성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전자담배의 위해를 과장하고 금연진영을

흡연율은 34%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3) 담배 종결전을 준

분열시키고 있다.(8) 이처럼 담배회사가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

비하기 위해서 흡연율이 15% 정도여야 하므로,(4) 이 정도까지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FCTC 조약인 5.3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가 필요하므로 담배규제기본협약(Fra-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FCTC 5조3행 이행을 위한 가이드

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의 더 많

라인을 살펴보면 1) 담배 위해성 및 담배업계 저해활동에 대한

은 금연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식 제고 2) 담배업계와의 교류 제한 및 투명성 확보 3) 담배업

FCTC는 국제사회가 담배 소비 및 흡연 폐해에 공동으로 대처

계와의 파트너십 거부 4) 정부관계자 및 공무원과의 이해충돌방

하기 위하여 WHO에서 만든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2003년 가

지 5) 담배업계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6) 담배업

입 및 비준 이후 여러 정책을 도입하였다. 2020년 FCTC 보고에

계의 소위 ‘사회공헌활동’ 규제 7) 담배업계에 특혜 미제공 8) 국

서 우리나라의 FCTC 이행률을 보면, 제8조 담배 연기에 노출로

가 소유의 담배업계의 경우 기타 담배업계와 동일한 취급 등이

부터 보호 64.7%, 제 9, 10조 담배제품 성분 규제와 담배제품 정

있다.(9) 이와같은 담배 회사의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담배 판매

보 공개는 각 50%, 제 11조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90%, 제 15조

전략을 밝히고 우리나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

담배제품 불법거래 30.8% 등으로 FCTC 이행률이 67%에 불과

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하다.(5)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다소 정체기에 있지만 전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2년 6월 미국 FDA에
서 줄(JUUL) 및 가향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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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6) 이후 해당 회사는 미국 주정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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