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연학회지 JKSRNT 2022;13(2):72-73

https://doi.org/10.25055/JKSRNT.2022.13.2.7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Editor's Note

금연정책을 위한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y for Tobacco Control
이언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Eon Sook Le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Ilsan-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Goyang, Korea)

WHO는 국제사회가 담배 소비 및 흡연 폐해에 공동으로 대처

사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담배 규제정책에 관한 법령이 단일화

하기 위하여 담배규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체계에 의해 다양

Tobacco Control, FCTC)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2003년

한 법령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담

가입하고, 2005년 이를 비준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배제품 소비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존

FCTC 이행률은 높지 않다. 2020년 FCTC 보고에 의하면 제8조

법령을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회 보건

담배 연기에 노출로부터 보호 64.7%, 제 9, 10조 담배제품 성분

복지위원회의 역할이다.

규제와 담배제품 정보 공개는 각 50%, 제 11조 담배제품 포장 및

이번 학회지에서 김 등(5)이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라벨 90%, 제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 30.8%로 FCTC 이행률

금연정책 관련 활동 분석”을 brief communication로 발표하

은 평균 67%에 불과하였다.(1) 최근 수 년간 국내 금연정책의 변

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과 금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

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인 현재흡연율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

과를 보고하였다. 이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다수가

렵고,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은 34% 정도로 수 년간 변화가 크

금연정책을 발의하고 금연정책에 대해 언론 활동을 하고 있었지

지 않았다.(2)

만 FCTC를 포함한 금연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도에서 조금 부족

2022년 대한금연학회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연자를 초빙하여

한 면을 보여주었다. 설문응답이 저조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뉴질랜드와 호주 두 나라의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

의 금연정책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잘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설

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 담배종결전을 도

문에 대한 낮은 응답율로 대한금연학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입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과 현재 국내에 시급한 금연정책

보여주었다. 금연규제정책을 실현하려는 학회의 입장에서 정치

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국내에서 담배종결전을 준비하

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려면 대략 성인 흡연율이 15% 정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3) 우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34%로 높아서 이를 낮추기 위한

대한금연학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흡연 및 담배

FCTC의 금연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즉, 아

사용의 인식변화 등에 기여하고 잘못된 금연정책이 입안되지 않

직도 이행되지 않은 기존 금연정책이 담배 종결전 준비의 걸림

도록 정책적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돌이 될 수 있다. 기존 금연정책을 수립하여 FCTC 이행률을 높

이 연구는 대한금연학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졌

여서 담배 종결전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

는데 연구자의 관심이 있지만 지원이 부족한 금연정책과 관련된

다. 대부분 나라에서 금연정책을 실현하려면 극복해야 하는 정

연구에 학회의 연구비 지원은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금

치적 장애는 유사한데, 의회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시스템과

연정책의 정치적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근거자료 마련

함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담배회사의 지원, 금연정책이 정

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연구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치적 우선순위에 있지 않음 등 다양하고,(4) 국내에서도 비슷한

바란다. 또한 대한금연학회지는 다른 학술지에서 다루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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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적절한 금연정책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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