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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 1년에 5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에는 17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국민건강증진과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6년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담배광고를 제한한데 이어, 1995년에는 국민건강 

증진법을 제정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현재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은 48.3%로서, 10년 전 보다 12%가량 

낮아졌습니다만, OECD 평균치 28.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한국건강증진재단은 2012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개최를 기념하여 지역사회 금연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가 금연정책의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WHO의‘금연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Smoke-free)’책자를 

번역하였습니다. 국문번역을 허락하여 준 WHO 금연사업본부(TFI), 감수를 맡아주신 고려대 

김진희 교수, 부산시청 김혜숙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

 문 창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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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시장님들께 드리는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주관으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직면하는 문제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재정적 

권한을 시의회로 이양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재정적 

자원이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적절하게 보호한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 벅찬 과업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공공장소의 

실내와 업무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 즉 금연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책자는 시장 여러분의 간부직원 및 기타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잘 알고, 잘 지키고,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금연 조례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의도로 

제작하였습니다. 금연조례의 실행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실내 공기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발생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여러분의 도시가 금연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타 도시들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침과는 별도로,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확신하건데 금연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시장님들은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금연조례가 실행 가능한 것인지? 시민들이 이 법을 실제로 원하고 있는지? 술집이나 카페, 

식당들은 금전적 손해가 없는지?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따를 것 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경우는 없습니다. 한편, 담배사업자들은 이러한 의구심을 

의도적으로 대중들에게 확산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시티나 뉴욕, 상파울루와 같은 거대도시를 포함한 수많은 도시들에서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직장의 실내 흡연을 성공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파나마, 영국, 

그리고 우루과이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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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잘 준수하였다. 법 시행 1년 후 영국의 법 준수율은 98%에 달했고, 아일랜드는 94%에 

달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반대파들은 대중들이 금연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 금연법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법 시행 이후에 더욱 호의적이었다. 금연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주에서는 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64%에서 74%로, 아일랜드에서는 67%에서 

82%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61%에서 82%로 증가하였습니다.

• 금연법은 영업을 위해서도 이득이다. 금연법 시행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가 

검토를 거친 연구에서, 금연법이 접객업이나 외식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최소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연도시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ˮ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정책 

결정자,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기획을 통해 적절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행 가능한 강력한 법안과 그것의 집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은 기존의 금연도시들의 경험을 근거로 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재정비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원들의 시간, 의사소통, 

그리고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비용은 법이 시행되면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중보건을 

위한 투자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과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의 투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담배사업자들과 그 동조자들은 금연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다른 조직에도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도시를 법정에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법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잘 짜여지고 잘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정에서 담배사업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법적 소송으로 몰고가는 

것은 단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줄 법의 시행을 지연시키고 법을 약화시키고자 할 따름입니다. 

담배사업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위협하려는 의도이고 가끔 먹혀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리더십은 이러한 도전에 대항하는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없다면, 금연도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리더십을 

갖출 때 그것은 여러분 도시에서 금연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장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지지하지 않을 그럴듯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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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은 암, 심장질환, 폐질환, 그리고 유아 돌연사와 천식을 

포함한 어린이 질환을 야기한다. 간접흡연(Second-hand smoke, SHS)에 노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매년 6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 

담배연기에 포함된 독성 혼합물에는 60가지의 밝혀진 인체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연기에 

있어서 안전한 노출 기준이라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다. 즉, 아무리 미미한 담배연기 노출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2,3,4 

2011년 11월 현재, 174개 국가에서 담배연기 노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조약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5 2007년 7월에 협약 당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개인 사무실이나 

대중교통시설 할 것 없이 모든 실내 근무공간과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없애기 위한 법령과 

다른 법적 수단을 통과시켜야 하며…”6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없애기 위한 이와 같은 국제적 서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단 5%만이 

간접흡연의 노출로부터 법률로써 보호받고 있다. 서약과 실행 간의 이러한 격차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1

각 도시들에서의 금연을 위한 조치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에 기여한다.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법의 제정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종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법을 통과시킬 수 것이 현실이다. 즉,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의지가 없지만 그 나라의 한 두 도시에서는 

있을 수 있으며, 담배 회사로부터의 반대에 대해 국가 차원보다는 지방 차원에서 더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들이 국가에서 금연법을 

만들도록 직접 주창할 수 있다. 

많은 국가, 특히 호주,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은 연방 국가에서는 오직 도시의 조례나 국가의 하위 

법령(主法 등) 제정을 통해 작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보호를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 같은 경우 도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창한 것이 국가 법령의 통과를 이끌었다. 많은 경우에서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와 단체를 참여시켰다.  

시차원에서 금연법을 도입하고, 국가 차원에서 금연법을 도입하도록 시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노력과 병행한다면, 이것은 전세계 인류를 치명적인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위한 자기만의 기회와 함께 그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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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모든 도시는 최소한의 무언가는 할 수 있다.

• 시행중인 금연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 도시가 관할하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 및 직장이 
금연공간이 되도록 법적 규제를 시행한다.

• 금연 관련 상위법이 포괄적 금연법이 되도록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지방 정부 
에서 금연법을 시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

2.“금연도시ˮ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안내서의 내용 중에서 “금연도시(smoke-free city)ˮ란 모든 실내(또는 밀폐된) 작업 공간과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예외 없이 혹은 거의 예외 없이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포괄적 금연법(Comprehensive smoke-free legislation)”이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8조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모든 실내 작업 공간과 공공장소의 실내,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실내에서 흡연구역을 허용하는 경우는“금연법ˮ으로 말할 수 없다.

또한 특정 형태의 시설물(학교, 병원 등)에서의 흡연만을 규제하는 법 역시 포괄적 금연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병원이나 다른 시설물에서 흡연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욱 더 광범위하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흡연규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안내서는 포괄적인 금연도시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3. 모든 도시는 최소한의 무언가는 할 수 있다.

많은 도시들은 실내 작업 공간 및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을 막기 위해 포괄적 금연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 만일 포괄적 금연법이 상위 수준의 법에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상기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 

하는 법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지방정부가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법을 

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 지방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적어도 대중교통시설이나 

정부청사와 같은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관할하는 모든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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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도시는 최소한의 무언가는 할 수 있다.

덧붙여, 모든 지방정부는 국가의 금연정책 입안을 요구할 수 있다. 도시의 시장 및 지도자들은 광역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실내 금연 법령을 촉구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례 2: 금연도시 리버풀의 사례

2004년 리버풀 市는 모든 직장과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을 영국 의회에 상정하였다. 
리버풀 시의회는 영국 내에 금연법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의회가 지방 자치법을 취득하고 국회에서 개별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해 리버풀 시의회는 먼저 공식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는 정당들 간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2004년 10월 20일 투표 결과 지방 자치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11월, 리버풀 시의회는 금연법안(근무공간에서의 흡연 금지법)을 상정하였다. 리버풀 시의회는 도시 
차원에서의 금연법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사실 궁극적 목표는 바로 국가 금연법의 제정이었다. 

2005년~2006년 초에 걸쳐 금연도시 리버풀은 로비스트의 지지를 얻어 국가 금연법 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로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영국의 주요 도시(런던 등)에서의 압력에 힘을 얻어 결국 
2006년 2월 의회는 전체 의원(Members of Parliament, MPs)을 대상으로 금연법에 대한 자유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연법에 대해서 의회 안팎에서 토론이 진행되었고, 호텔․외식업계의 예외 조항에 대한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고도,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포괄적인 금연법이 제정되었다. 2006년 2월 14일, 영국 의회에서는 
국가 금연법이 가결되었고, 리버풀市에서 주장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2006 보건법(2006 
Health Act)은 금연환경 조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이렇게 2006 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리버풀市의 금연법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철회되었으며, 
리버풀市는 영국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금연법의 제정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영국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가 금연법이 시행되었다. 한 도시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출처: 론 구드(Ron Gould), 리버풀 금연 캠페인, 전 리버풀 시장

3.1 도시는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들은 

많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들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시나리오 1: 실내 작업 공간, 실내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시설 전부(혹은 대부분)를 금연으로 지정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수준의 금연법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 우선순위

1. 국가의 금연법의 준수와 시행을 강화한다. 경우에 따라 이는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법을 집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대중매체 캠페인을 통하여 금연법을 홍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료 미디어, 기자 회견이나 대규모 행사와 같은 무료 미디어, 혹은 도시 발간물과 같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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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적으로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방정부의 관할 지역 중  상식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실외 공간, 예를 들어 노천 경기장이나 직원들이 담배연기에 많이  노출되는 복잡한 

테라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외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노출 수준에 관한 근거를 

기준으로하여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덧붙여 지방정부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여론의 지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나리오 2: 실내 작업 공간, 실내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시설을 금연으로 지정하는 국가 수준의 법령이 

제한적이거나 없고, 지방정부에서 이들 장소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 경우

정책 우선순위

1. 지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실내 작업 공간과 실내 공공장소,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령(조례)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2.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형태의 금연법(조례)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른 도시가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금연법(조례) 성공 사례로 홍보한다.

3. WHO FCTC에 부합되는 포괄적 국가 법령이 제정되도록 요구한다. WHO FCTC 가입 국가가 아닌 

경우,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은 국가 수준의 금연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국내 비준을 촉진해야 

한다.

시나리오 3: 실내 작업 공간, 실내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시설을 금연으로 지정하는 국가 수준의 법령이 

제한적이거나 없고, 지방정부에서 이들 장소에 대한 규제 권한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

정책 우선순위

1. 같은 지역 내의 다른 도시들과 연계하여 WHO FCTC의 의무 사항과 부합하는 포괄적 금연법의 

제정을 광역 및 국가 수준에 요구한다. WHO FCTC 가입 국가가 아닌 경우, 국가 금연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WHO FCTC 가입과 비준을 요구한다.

2. 지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실내 작업 공간과 실내 공공장소,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령(조례)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3.2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걸릴 것인가?

금연법이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는 법(조례)을 도입하기에 

앞서 1~2년 이상 준비 단계를 거쳐 지원세력을 형성한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집행력이 약한 법령(조례)에서 시작하여, 수 십 년에 걸쳐 법(조례)을 수정해 나가고 집행을 강화한다. 

반면, 몇몇 도시는 강력한 정책적 리더십의 결과로써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법령(조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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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키고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지침서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성공 

요인”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은 우선 현재의 상태부터 점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금연법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이미 있는가? 도시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금연 커피숍이나 

금연 식당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금연 운동을 하고 있는 유수 기업체들이 있는가? 오피니언 리더(언론, 

기업가, 지역사회 대표)들이 금연 운동을 지지하는가? 지역주민들이 간접흡연 노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도시는 몇 주 안에 금연법(조례)을 도입하고, 몇 달 내에 이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분의 도시는 이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을지도 모른다. 실내 작업 공간과 실내 공공장소 

내에서 흡연이 만연한가? 의료전문가나 보건 관련 단체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흡연자들에게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흡연할 권리가 있다고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가? 그렇다면, 

금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나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걸릴 것인가? 생각보다 빨리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텍사스州의 엘 파소市의 경우처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은 도시라 하더라도, 100% 금연법이 2년 이내에 도입되어 

시행된 사례가 있다. 

2010년부터는 금연법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들이 확산되면서, 도시가 담배회사들의 거짓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법령(조례)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령(조례) 도입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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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서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에서 포괄적 금연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비법은 

국가나 광역 수준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사자국 총회에서 제안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 채택된 WHO FCTC 제8조 시행을 위한 지침은 금연법령(조례)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6 여기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 권고와 함께, 제8조 시행을 위한 지침은 국가는 물론 도시가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근거와 성공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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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 지침서와 WHO 정책 권고에서 제시하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연기의 완전한 제거이다.  이것은 100% 

금연 환경만이 유해한 담배연기로부터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내에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환기 장치가 있어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는 자발적 참여가 아닌, 오직 법적 규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스페인,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발적인 금연 환경 조성만으로는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연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모든 실내 근무공간과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에서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금연법은 모든 실내 근무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특정 작업 

공간이나 공공장소, 혹은 특정 집단에서 부적절하고 불공평한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금연법 시행을 위한 여섯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단순․명료하며, 집행 가능한 포괄적인 법령

2. 반대의견에 대한 예측과 반박

3. 법령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원의 확보

4. 시민 사회와의 연계

5. 홍보 활동

6. 법의 시행과 영향에 대한 관찰(모니터링) 및 평가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4.1 성공 요인 1: 단순․명료하며, 집행 가능한  포괄적인 법령

훌륭한 법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는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정부에서는 금연법을 시행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를 집행이나 

준수에 관한 문제로만 진단하여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금연법이 충분히 명료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일부 공공장소나 근무공간에서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부적절한 법령 자체의 문제이다. 

포괄적이고 명료한 법령이 있어야만 법의 집행과 준수가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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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FCTC 제8조 시행 지침에서 법령은“단순, 명료하며 집행 가능한 포괄적인 법령”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 이는 

– 모든 실내 혹은 밀폐된 공공장소나 작업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예외 사항은 절대로 없다.* 

공공장소와 근무공간의 일반적인 개념은 <부록 1>의“정의”와 같다.

– 용어들은 명확하되 포괄적 의미로 정의해야 한다. 특히“흡연”,“실내”혹은“밀폐”,“작업 공간” 

및“공공장소”라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 법령의 집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금연구역 담당자의 책임과 의무를 기술한다.

◦금연구역에서는 재떨이를 배치하지 않는다. 

◦법령 집행 권한을 가지는 기관들을 지정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위치, 크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사례 3 참조).

◦법 위반에 대하여 현장 벌금 부과 등과 같은 간단한 행정적 조치를 기술한다.

◦법 집행 당국에 충분한 점검 권한을 부여한다.

WHO FCTC 제8조 시행지침은 효과적인 금연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모범 법안 사례를 <부록 1>에서 제시하고 있다.6 <부록 2>는 참고할만한 법령들을 열거하고 

있다.

사례 3: 왜 표지판이 중요한가?

금연 표지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연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지판은 의사소통과 법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임을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 흡연자에게 금연을 요구하는 간단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 보십시오. 이곳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또는“흡연하시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제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관리자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요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금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표지판에는 보편적인“금연”상징 그림을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언어나 문맹 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금연을 

상징하는 표시 체계를 개발하기도 했다(그림 1).

*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출입구/창문/공기흡입시설 근처 실외 공간도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내 금연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게 이는 금연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충분히 형성된 후 다음 단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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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르헨티나의 금연 표지판

출처: 아르헨티나, 미나 클라베로市

4.1.1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지방정부는 담배 관련 특별법이나 규정을 통해 흡연을 규제하거나, 기존의 노동 관련 법규,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법, 인권 및 환경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통해 흡연을 규제할 수 있다. 

공공장소 및 근무공간에서의 흡연 규제는 도시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흡연을 규제하는 권한(또는 공중보건 관련 일반사항)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중앙 혹은 광역정부의 

법령

–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임

– 근로자 건강(산업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 공중보건 및 안전에 대한 일반적 책임

– 인권 보장

규제를 위한 수단은 주어진 정책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인도 찬디가르市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이다(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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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인도 찬디가르市의 사례 

2007년 7월 15일, 찬디가르市는 인도의 담배규제법의 시행을 시도하여 금연도시를 선언한 최초의 지방정부였다. 

인도의「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법(The 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Act (COTPA) 2003)」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후, 2004년과 2008년 개정법에서는 

흡연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찬디가르市의 집행 권한이 부족하여 법 시행이 

문제시되어왔다. 당시 주(州) 정부 차원에서의 법 개정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찬디가르市에서는 담배규제법 이외에도 금역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여타 법들을 모색하여 

적용하였고, 새로운 정책이나 법의 입안 없이도 금연 관련 기본법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다음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찬디가르市에서 적용한 여타 법의 내용이다.

•“공공장소”의 정의는 인도 형법 제278항의 내용을 담배규제법 제4항에 덧붙여 적용하였다. 형법 제278항은 

야외 공간을 포함하여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흡연이 

허용되는 야외 공간은 도로 경계석(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나 주거 지역 내 열린 

야외 공간으로 제한하였다.

• 담배규제법에서는“근무공간ˮ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도 형법 제278항을 활용하였다. 

근무공간을 공공장소의 한 종류로 이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2008년 담배규제법에 

포함되었다.

호텔(30실 이상)이나 식당(30석 이상)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기 위하여 부정식품방지법(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의 법적 조항들을 적용하였다. 부정식품방지법은 호텔과 식당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올바른 

위생과 보건 환경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정식품방지법을 적용함으로써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금연구역에 담배연기가 검출되는 것은 엄연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호텔과 식당들은 지정흡연실(DSR)을 없애고 사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내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에서는 국가나 광역정부 

차원의 금연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1.2 법 적용 범위를 효과적으로 정의하기

금연구역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대부분의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금연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혼돈을 피할 수 있으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장소들까지도 금연구역으로 포함 할 수 

있다(그림 2). 반면, 금연구역의 종류를 목록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일부 장소가 불가피하게 누락되는 

위험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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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금연” 표지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공항 안에는 카멜 담배 

회사가 후원하는 실내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다.10

출처: Heather Selin

금연구역을 정의하는 좋은 방법으로는 포괄적인 정의와 함께 여기에 포함되는 장소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다. <부록 1>의 모범 법안 사례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반영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막혀 있는 모든 공공장소 및 작업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 공공장소란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소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대중교통시설도 포함된다.

– 근무공간은 보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 막힌 공간이란 지붕으로 덮여 있거나 두 개 이상의 벽으로 둘러 쌓인 곳이다. 

– 공공장소와 근무공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 목록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사무실 내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 (개인, 공공 소유 건물 모두 포함)

◦보건의료기관 (개인 혹은 공공 소유 모두 포함)

◦교육기관 (개인 혹은 공공 소유 모두 포함)

◦정부청사

◦일반 소매 가게, 백화점 및 쇼핑센터

◦오락 및 외식 시설 (술집, 디스코텍, 식당 호텔, 노래방 등 포함)

◦지역사회 시설 및 스포츠센터

◦제조 및 가공 공장

◦다세대 주거지역 내의 모든 공공장소 (로비, 엘리베이터, 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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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는 유연성과 구체성을 충분히 가지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이 지속될 경우에도 금연구역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4.1.3 지정된 실내 흡연실/흡연구역의 설치 : 간단하지 않으며, 포괄적이지도 않고, 집행할 

수 없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금연(smoke-free)”이라는 용어는 금연시설 내에 흡연구역이 설치된 경우에도 사용되어 왔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사례).10 이는 담배회사에서 환영하고 있는 현상이며, 환기장치가 완비된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자는 흡연할 수 있고 비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자들과 보건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로써 담배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가장 큰 전문가 협회인 미국공조냉동공학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는“현재 알려진 바로는, 실내 담배연기로 인한 건강 위협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흡연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11 WHO는 

물론, WHO FCTC 제8조 시행 지침에서도 언급하듯이 담배연기에 대한 안전한 노출수준은 없으며, 

지정흡연실(designated smoking rooms, DSR)은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지정흡연실(DSR)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 지정흡연실(DSR) 출입구에서 새어 나오는 담배연기 - 대부분의 경우, 흡연자들은 흡연실 공기가 

불쾌하다며 출입구를 열어둔다.

• 흡연실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흡연구역에 출입해야 하는 청소원이나 관리 담당자 등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 지정흡연실(DSR)에 설치하는 환기 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비싸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 대기업은 지정흡연실(DSR)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어렵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 지정흡연실(DSR)은 법 집행을 위한 행정비용을 증대시킨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단속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정흡연실(DSR)의 운영과 설치 규정도 감독해야 한다. 

• 지정흡연실(DSR)을 허용하여 설치하기 시작하면, 차후에 이를 금지하는 법개정은 어려워진다. 이미 

설치비용을 투자한 사업주들이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에서 담배산업의 압력에 못 이겨 지정흡연실(DSR)의 설치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지정흡연실(DSR)을 허용할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는, 보건 당국이 직접 흡연실 설치를 승인하고 허가해야 

하는 것이다(사례 5). 흡연실 설치 규정을 갖추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허가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되는 흡연실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보건당국이 

흡연실 설치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설치된 흡연실을 직접 조사하고 감독․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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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흡연실을 허용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흡연실을 너무 많이 설치하게 됨으로써 담배연기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

흡연실 설치를 허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흡연실을 방지하라.

사례 5: 지정흡연실(DSR)에 대한 세 도시의 사례

지정흡연실(DSR)을 거부한 멕시코시티
2007년, 멕시코시티 시정부는“비흡연자 건강 보호법ˮ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음 개정안은 기존 법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장소에서 지정흡연실(DSR)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멕시코시티 보건국장 Manuel Mondragon은 멕시코시티의 흡연 규제 법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흡연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Mondragon 국장은 흡연실이 직원이나 고객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흡연실이 법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되어 운영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기술자 집단”을 법에 명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12

그 결과 시의회에서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생겨났고, 흡연실 설치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한 새로운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멕시코는 대중과 근로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며 모범적인 금연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불만 중 하나는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서 담배연기가 실내로 침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사항들은 야외 테라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출입구․창문․환기시설 밖 일정 거리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 규제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캐나다 빅토리아市 지정흡연실(DSR)은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브리티시 컬럼비아州 빅토리아市의 수도지역자치구(The Capital Regional District, CRD)는 캐나다에서 거의 
모든 업무공간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지방정부이다. 이 법의 시행령(조례)은 19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금연법 개척 도시로서 그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았다.

수도지역자치구(CRD) 지방정부는 지정흡연실(DSR) 허용을 요구하는 술집과 식당 사업주들과 싸웠으며, 
승리하였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인 오크 베이 로지(Oak Bay Lodge)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캐나다 
헌장의“합법적인 편의”에 의거한 흡연실 설치 금지 규정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다.

수도지역자치구(CRD) 지방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에 반대하였다. 특정 종류의 사업장에 대한 면책 특권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면책 특권 요구를 야기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종류의 사업장(노인요양시설 운영기관)이 헌장에 의거하여 면책 특권을 얻게 된다면,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업장들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ˮ 13

결국, 시행령(조례)은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시의원은 “우리는 공공보건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이 법을 통과시켰다. 법 적용 대상을 선정하거나 고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ˮ13 고 언급했다.

필리핀의 마카티市, 고가의 설치 비용을 이용한 지정 흡연구역(DSR) 제한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경제 중심인 마카티市는 비교적 포괄적인 금연법 시행에 성공한 필리핀의 지방정부 
중 하나이다. 

한편, 마카티市의 금연법은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정흡연실(DSR)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흡연실(DSR)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마가티市는 허가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하였다.14 아마도 그 영향이겠지만, 50만 인구의 도시에 
지정흡연실(DSR)은 단 84개만 설치되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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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주요 요인

4.2 성공 요인 2: 반대의견에 대한 예측과 반박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금연법 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공공연한 반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금연법이 인기 있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왜 반대 의견을 논의하는 것인가? 금연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사업주들은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법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가 있다. 바로 담배산업이다.

담배회사 내부에서는 공공장소와 작업장소에서의 흡연 제한으로 인해 담배 소비가 감소하고  회사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인정해 왔다.16 수많은 연구에서 금연법 시행으로 담배 소비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놀라운 것도 아니다.8

담배회사들이 금연법의 일차적인 반대세력이기는 하나, 자신들이 반대파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담배회사들은 대체로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배후에 서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담배회사의 전형적인 수법은 대중의 신임을 얻고 있는 단체들을 찾아가서 금연법을 반대하도록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다. 흡연 제한에 반대하는 기존의 단체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단체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 사업주들에게 정부의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반대하거나 시행 중인 금연법을 위반하도록 

설득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금연법에 도전한다.

금연법에 반대하는 담배 회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법은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 본 지침서에는 이 

중 일부만 소개하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자료를 찾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원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 세계의 소리: 담배회사에 반박하기, 담배연기 없는 공기 만들기 – 2009 현황 보고서. 국제금연파트너십, 

2009

(Global voices: rebutting the tobacco industry, winning smokefree air – 2009 status report. Global 

Smokefree Partnership, 2009) 

(http://www.globalsmokefree.com/gsp/index.php?section=artigo&id=109) 

–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권고.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2007 

(Policy recommendations on protection from exposure to second-hand tobacco smok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별지 4, http://www.who.int/tobacco/resources/publications/wntd/2007/

 pol_recommendations/en/index.html)

– 아직 금연이 아니신가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담배회사 사기 홈페이지, 2010

(Are you smokefree yet? San Francisco, CA, Tobacco Scam web site, 2010)

(http://www.tobaccoscam.ucsf.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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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도시 만들기

4.2.1 위장단체

담배업계는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금연법 반대집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심지어 이들 

집단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반대집단은 외식 산업 단체(예: XYZ시 내의 XYZ 외식업 연합)나, 

간접흡연에 대한 과학적 논쟁을 하는“전문가”들이다. 반대집단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피해와 질병은 과장되었다. 

• 환기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는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흡연 규제법은 일부 분야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외식산업은 일반적으로 30% 

사업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위장단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구성원은 누구이며, 그 수는 얼마나 되며, 어디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담배산업 위장단체로 잘 알려진 조직과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담배산업에서 금연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전략으로 위장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흔한 

전략이라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 담배회사가 포섭하려는 사업체들과 동일한 사업체들을 포섭하여 우리들의 연합세력을 구성한다. 

(외식업체가 담배회사 이외의 단체를 통해 이미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 경우 담배회사가 

외식업체를 포섭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금연법의 시행이 어렵지 않고,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금연법을 지지한다.

• 대중과 사업주(특히 접객업 부문)들에게 간접흡연과 질병, 환기,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린다.

• 성공적으로 금연 환경을 도입한 사업주들을 초청하여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대체로 

이러한 사업주들은처음에는 금연법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결국에는 지지하게 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목소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있기 때문이다.

4.2.2 환기 및 “편의” 그리고 과학에 대한 공격

위장집단 등 반대 집단들은 간접흡연의 피해 정도에 대해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100%의 실내 금연법의 대안으로 환기장치를 설치한 흡연구역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담배회사들은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한다. 이들은 국내외 연구자들을 매수하여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17 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옛날 자료를 인용한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는 담배연기가 비흡연자에게 폐암을 유발한다는 미국환경보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발표에 대해 미국 최고법원(Supreme Court)이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하위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만 홍보해 왔다.

필립 모리스社(Philip Morris)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갖춘 흡연실을 금연구역과 병립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편의(Accommodation)”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회사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社(British American Tobacco)는 “선택 

존중(Respecting Choices)” 프로그램 등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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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국내 저명한 의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포섭하여 간접흡연의 노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보건･의학 관련 국가 단체들도 이러한 

근거를 지지한다. 

 주요 자료원:

- 담배연기의 비자발적 노출에 대한 건강 영향: 공중위생국장 보고서. 워싱턴 DC, 공중위생국, 2006 

(The health consequences of involuntary exposure to tobacco smok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2006)

(http://www.surgeongeneral.gov/library/secondhandsmoke/report/index.html)

- 담배연기와 비자발적 흡연: 결과 요약 및 평가. 리옹, 국제암연구기관(IARC), 2002 (Tobacco smoke 

and involuntary smoking: summary of data reported and evaluation. Lyon,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02) (IARC 인체 발암 요인 평가에 대한 전문논문 시리즈, Vol. 83; 

http://monographs.iarc.fr/ENG/Monographs/vol83/volume83.pdf).

• 국내외 의사와 공학전문가를 포섭하여 별도의 환기장치를 갖추었더라도 흡연구역의 환기시설만으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주요 자료원:

- 흡연실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보건위생에 대한 홍콩특별자치구 법률 

자문패널, 2009년 4월 20일 (Findings of technical feasibility study on smoking room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Health 

Services, 20 April 2009.)(http://www.legco.gov.hk/yr08-09/english/panels/hs/papers/hs0420cb2-1324-5-e.pdf) 

- 간접흡연에 대한 입장, 2005년 6월 30일. 미국공조냉동공학회(ASHRAE), 애틀랜타, 조지아주, 2005 

(Position document on environmental tobacco smoke, 30 June 2005.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Atlanta, GA, 2005) 

(http://www.ashrae.org/doclib/20058211239_347.pdf)

- Repace J. 담배연기 공해에 관한 규제. IAQ Applications, 2005, 6:11–15 

(Repace J. Controlling tobacco smoke pollution. IAQ Applications, 2005, 6:11–15)

(http://www.repace.com/pdf/iaqashrae.pdf).

•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여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비흡연구역에서 담배연기를 검출하기 

위한 미립자 농도 측정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자료원:

- 간접흡연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방법. 버팔로, NY, 담배연기 없는 공기, 2010

(Learn how to conduct secondhand smoke exposure studies. Buffalo, NY, Tobacco Free Air, 

2010, (http://www.tobaccofreeair.org/))

- 대기 모니터링. 간접흡연 모니터링. 볼티모어, 존 홉킨스 대학, 2010 

(Air monitoring. Secondhand smoke monitoring.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2010, 

(http://www.shsmonitoring.org/methods/air/))

• 환기장치를 갖춘 흡연실과 금연구역이 공존하는 금연법의 집행이 어려웠던 타도시의 사례를 참고한다. 

지정흡연실(DSR)에 대하여 앞의 제4.1.3항을 참조한다.

4.2.3 경제적 논박

담배산업과 위장단체들은 금연법령이 특히 접객업 및 외식업(술집, 식당, 디스코텍, 노래방 등)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접객업 산업의 경우 금연법은 약 30%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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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30%의 손실은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치이며,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 기록도 없다. 오히려, 판매, 세금, 고용 관련  등 모든 과학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금연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금연법의 시행과 관련 사업의 경제적 손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근거 자료는 많은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도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거나, 모은 

경제 관련 자료들을 그래프 형태로 제시하여 다양한 출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출처:

- Scollo M et al. 금연 정책이 접객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질적 검토. 담배 

규제, 2003, 12:13–20 

(Scollo M et al. Review of the quality of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smoke-free policies 

on the hospitality industry. Tobacco Control, 2003, 12:13–20) 

(www.goingsmokefree.org/tools/downloads/reports/economic_impact.pdf)

- 금연법이 식당 및 술집 수입에 미치는 영향 – 엘 파소, 텍사스, 2002. MMWR Weekly, 2004, 

53:150–152 (Impact of a smoking ban on restaurant and bar revenues – El Paso, Texas, 2002. 

MMWR Weekly, 2004, 53:150–152)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5307a2.htm)

-  아일랜드의 금연 직장: 1년간의 성과. 나스, 아일랜드, 담배 규제 사무국, 2005:10 

(Smoke-free workplaces in Ireland: a one-year review. Naas, Ireland, Office of Tobacco Control, 

2005:10) (http://www.otc.ie/article.asp? article=271)

-  Ley de Proteccion a la Salud de los No Fumadores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법] 연방관할구, 

멕시코, Secretaria de Salud del Distrito Federal, Mexico DF, 2004 

(Ley de Protección a la Salud de los No Fumadores [Law on the Protection of Health of Non-smokers] 

Distrito Federal, México, Secretaria de Salud del Distrito Federal, México DF, 2004) 

(http://www.salud.df.gob.mx/ssdf/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57&Itemid=270)

- 담배연기의 제거: 2005 연례보고서. 2004년 12월 10일 이후 금연환경법 변경의 영향에 대한 단기 

결과. 웰링턴, 보건부, 2005:10 

(The smoke is clearing: anniversary report 2005. Initial data on the impact of the Smoke-free 

Environments law change since 10 December 2004. Wellington, Ministry of Health, 2005:10)

(http://www.moh.govt.nz/moh.nsf/wpg_index/Publications-Smoke+is+Clearing: 

+Anniversary+Report+2005)

- 금연 유럽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 금연 정책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브뤼셀, 금연 

파트너십, 2005(Smoke-free Europe makes economic sense; a report on the economic aspects 

of smoke-free policies. Brussels, Smokefree Partnership, 2005)

(http://www.smokefreepartnership.eu/Smoke-free-Europe-makes-economic_sense.pdf).

• 금연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초청하여 지역사회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상기 내용 참조)

4.2.4 법적 항의 (혹은 법적 항의에 대한 위협)

담배회사나 위장단체들은 금연법에 대해 법원에서 항의할 것이라며 위협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금연법에 항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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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흡연인에 대한 차별

– 과도한(불완전한) 과정

– 흡연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합법적 권한 부재

담배회사에서 금연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하였다.19,20,21,22,23 승소한 경우는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법의 채택과 시행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금연법에 

관한 법적 논리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 도시의 법률자문단에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발생가능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보고한다. 

법률자문단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여러분 도시의 금연법이 보건학적으로 인정된 근거들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담배연기 노출이 비흡연자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나, 별도 환기장치가 

있는 흡연실을 설치하여도 비흡연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금연법을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청문회, 서면회의, 자문회의 등)를 거쳐 제정하도록 한다. WHO 

FCTC에서 담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방해를 줄이기 위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담배산업 

관련자와 절대로 비공개 회동을 갖지 말아야 한다. 담배회사는 이런 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연법이 법적으로 도전받아 실패한 도시들의 사례에 대해 강조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도시 

및 멕시코 시티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19,24

4.3 성공 요인 3: 법령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원의 확보

금연법의 강력한 집행만이 법 준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 오해한다. 하지만 법 준수를 

향상할 수 있는 요인으로 3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법령의 제정(4.1항), 효과적인 집행 전략(4.3.1항),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전략(4.5항)이 그것이다. 이 3 가지 전략으로 법은 저절로 집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중이 법 집행을 요구할 것이고, 흡연자와 사업주들은 법의 준수로 얻게 될 이익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략들은 초기단계부터 조정하고 계획해야 한다(사례 6).

강력한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및 정부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추진부서나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면 주요 협력자들을 포함하여 잠재적 협력자들까지 발굴하고 법 

도입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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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메카(Mecca)와 메디나(Medina) : 독특한 금연법 도입 근거와 익숙한 시행 전략

 2001년 5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5대 국왕 파드(Fahd)는 칙령(royal decree)을 통해 메카와 메디나의 
성도(holy cities)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하였다. 왕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타인의 건강과 소유물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도 금한다’라는 코란(Quran)과 마호메트의 교리에 따른 것이다.

<그림 3> 메카와 메디나의 광고판과 기타 홍보물46

출처: Mostafa K. Moahmed

메카(Makkah*)의 성도 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위원회’

메카와 메디나에서의 금연에 대한 정책은 이들 도시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두 도시는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 순례지로 연간 600만~800만 명의 순례자가 방문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메카와 메디나의 경우에는 금연을 위한 독특한 도입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와 유사한 실행전략을 수행하였다. 즉,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정보 제공과 홍보 

전략, 법 시행과 집행 계획 등 타도시에서의 성공적인 전략들을 적용하였다.

 메카와 메디나 시장들은 금연 칙령을 준수하고 시행을 위해 공식 기구인 흡연예방을 위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최고위원회의 위원은 메카주지사의 율령에 따라 임명되었고, 지방정부 대표, 보건·교육·문화계, 

메카순례사무국(Hajj Affairs), 모스크사원관리국(Holy Mosque maintenance affairs), 움 알 코라 대학(Umm 

Al-Qora University), 통상 회의소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금연정책 시행의 일례로 담배상점과 물담배(워터파이프)의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시 외곽으로 이전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사원 주변에서의 금연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들은 순례 기간(Hajj)이나 라마단 기간을 활용한 광범위한 캠페인를 통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메카와 메디나 금연정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담배 판매와 마케팅 관련자들이 반대하기 매우 어려웠었다는 

점이다. 이들 도시에서의 담배규제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시민과 순례객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담배회사나 

도매상이 법령에 반대할 경우 명성이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자주 : Mecca를 Makkah라고 표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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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집행 전략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거친 금연법은 대개 스스로 강제력을 갖게 되지만, 잠재적인 위반자들을 막기 

위해 법 집행 전략은 필요하다. 훌륭한 전략을 수립하면 최소의 자원으로 성공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사례 7).

법집행 전략 수립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법을 집행할 최적의 정부기관을 결정한다. 이미 다른 법령의 집행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적합하다(예: 식품안전 조사관, 환경보건 사무관).

• 감독 및 단속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흡연자 개인보다는 사업주 및 관리자들에게 법 준수 

책임을 부여하며, 법을 위반할 소지가 가장 큰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예: 사업장 종류나 

해당 지역을 명시).

• 단속관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예산과 필요 인원수를 확보한다. 이는 특히 법 시행 초기 단계에 

확보해야 한다.

사례 7: 스코틀랜드 금연법 집행 전략26

스코틀랜드는 흡연, 보건 및 사회 복지법(Smoking, Health and Social Care (Scotland) 2005)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집행 절차는 해당 법에 대한 집행 의무가 있는 여섯 개의 행정기관에서 
개발하고 승인하였다. 관련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 스코틀랜드 왕립 환경보건연구소 (Royal Environmental Health Institute of Scotland)
- 스코틀랜드 시청환경보건국장협의회 (Society of Chief Officers of Environmental Health in Scotland)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단체장연합회 (Convention of Scottish Local Authorities)
- 국세청 및 지방검찰관 (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s)
- 스코틀랜드 경찰관서장협의회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in Scotland) 
- 스코틀랜드 행정보건부(Scottish Executive Health Department)

다음의 장소에 대해 특별히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개방된 공간
• 기존에 자발적으로 흡연 규제를 하지 않았던 장소
• 통상적인 단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곳

이와 같은 단속 체계는 관리자에 대한 신뢰, 법 준수에 대한 과거 이력, 그리고 법령 이행실태 신고 전화(Compliance 
Phone Line) 신고 건수를 근거로 한 위험-기반 단속 체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법에는 법 준수를 위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집행 체계에서는 처벌보다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관은 사업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법의 준수를 강화한다. 법 집행 조치는 
위반 사항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한다. 법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법 준수를 위한 인식과 
이해 강화에 있다. 모든 법적 집행과 조치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금연파트너십(The Global Smoke-Free Partnership, GSP)에서는 금연법 집행에 관한 자세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지침과 함께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25 각 도시에서는 

법 집행 전략을 수립할 때 이를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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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공 요인 4: 시민 사회와의 연계

시민사회의 지지는 성공적으로 금연법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지방정부가 금연법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한 굳은 정책적 의지가 있으며,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법의 추진과 시행을 지지하는 경우이다(사례 8).

사례 8 : 찬디가르 시민사회 활동으로 출발된 법 시행과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27

정치가 공중보건을 이기게 되면, 정부는 간단하지 않고 영향력도 없으며 포괄적이지도 않은 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인도의 찬디가르市는 금연법이 약할지라도 시민 사회가 참여하면 금연도시를 달성할 수 있고 
독창적인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3년 인도 정부에서 제정한 ‘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 법(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Act,  
COTPA)’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객실수 30개 이상의 호텔, 공항 및 30석 이상의 식당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찬디가르市의 시민사회단체인 BBS(Burning Brain Society)는 연방법이 실내에서 흡연구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또한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지도자들이 담배회사와 눈에 띌 정도로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어 실제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BBS는 2005년에 제정된 “정보에 대한 권리(Right to Information, 
RTI)”법을 인용하면서 COTPA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수백 건을 찬디가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정보권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정부가 법을 재검토하고 
정부로 하여금 법집행 의무를 행하는지(혹은 행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하게끔 하여 정부의 법 집행 의무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제출된 민사탄원서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방정부가 금연 
관련 법적 규제를 완전히 시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민 사회와 정부간 법적 조치와 대립의 결과, 이들은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다. 찬디가르 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 동안, 찬디가르市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BBS와 만나 찬디가르를 금연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비정부기구(NGO)에서 작성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금연 관련 연방법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근본적으로 2가지 약점이 여전히 있었다. 
즉, 식당, 호텔, 공항에 흡연실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BBS는 흡연실을 없앨 수 있는 근거로 다른 연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이 중 2개의 법이 흡연실 설치의 맹점을 막기 위해 이용되었다.

부정식품 방지법(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은 호텔과 식당의 깨끗한 위생 조건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면허 취득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찬디가르市 당국은 금연구역에서 담배연기가 검출되는 
것을 위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BBS는 법 준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저비용의 공기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호텔과 식당은 지정흡연실(DSR)을 설치하지 않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면허 정지에 대한 위험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의 법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은 COTPA법인보다 처벌이 더 과중한 일반 
공무원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금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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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금연법 도입을 착수할 의지나 지원세력이 없는 경우, 시민사회는 지방정부를 

개입시켜 금연법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론과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금연법에 대한 지지세력을 형성하는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정치적 의지 형성 : 시민 사회는 법을 추진하는 정책 지도자들과의 소통에서 정부보다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신뢰 수준도 높다. 시민 단체들 간의 연합은 정당을 넘나들어 지원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 대중과 오피니언 리더 대상 교육 및 반대세력 주장에 대한 논박 : 시민 사회는 대중 매체와의 관계가 

좋으며 접촉이 잦은 편이다. 이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의 메시지가 여러 시민 사회단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시민사회는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는 담배회사의 반대주장을 논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시민사회의 활동은 담배산업 및 금연법의 반대세력의 영향력을 상쇄하는데 기여한다.

• 법 집행을 위한 지원과 감독 : 시민 사회단체는 회원제와 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를 도와 법 위반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이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법 준수와 그들의 

책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학술기관과 같은 시민 사회단체들은 법의 영향과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금연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본래부터 찬성하는 시민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 내과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및 약사 등과 같은 의료전문가 집단

– 암 협회, 심장 재단, 폐 협회 등과 같은 보건 자선 단체

– 공기의 질을 우려하는 환경 단체

–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자 단체(이러한 단체 중 일부는 초기 법령에 반발할 수도 있음)

– 학부모 및 교사 연합회

– 종교 단체

–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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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공 요인 5: 지원 및 홍보 활동

지원 및 홍보활동은 금연법의 지지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금연법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홍보 전략을 통해 보다 강력한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홍보의 내용, 대상 및 홍보 수단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법의 도입과 시행의 절차와 단계에 따라 

다르게 활용한다. 홍보 전략은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를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맞은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세계 금연 파트너십은 금연법 시행 전후에 실시하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새로운 법의 필요성, 건강 영향 및 사업주 이익에 관한 대중의 이해 증대

• 새로운 법에 대한 인식 고취 (적용대상과 조건, 시행일자 및 위반시 처벌 사항 등)

• 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침서 등을 제공

• 흡연자의 법 준수를 권고

• 법 집행에 대한 기대감 향상

• 일반 대중이 법 준수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

• 법 시행의 일환으로 금연캠페인 추진

• 설문 조사, 공기의 질 조사 연구 등 기타 방법을 활용하여 법의 효과성 검증

•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처25

간접흡연의 노출로부터 근로자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의 목표와 함께 법 시행 전에는 정책 

지도자들 및 법과 관련된 주요 집단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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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 캐나다, 어느 근로자의 메시지 8,29

포괄적 금연법이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보다 쉽게 받아들여진다. 담배회사는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완전히 
모두는 아니더라도)는 또 하나의 업무 공간이다. 여러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담배연기가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식당과 술집도 근무공간이다. 이 메시지는 오랫동안 식당과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비흡연자 헤더 크로우(Heather Crowe)의 이야기에 의해 캐나다 전역에 보도된 적이 
있다. 

2002년 헤더가 폐암 선고를 받았을 당시, 그녀는 시민 사회단체인 PSC(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 한 통의 전화통화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전국적인 대중매체 캠페인으로 확산되어 캐나다 
전역에서 금연 운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헤더 크로우는 PSC의 중재와 기타 NGO 및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캐나다 전국의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정책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였다.

캐나다에서 공공장소 및 업무 공간의 흡연 규제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지방 정부 및 광역정부가 갖는다. 
헤더의 이야기는 정부, 시민단체, 대중매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의 
금연법 제정에 압력을 가하였다. 

헤더가 폐암 선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캐나다 근로자의 5%만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헤더가 사망한 2006년에는, 캐나다 근로자의 80%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게 되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Heather 이야기와 캠페인 비디오 참조 (영어/ 불어):

http://www.smoke-free.ca/heathercrowe/film.htm

 

<그림 4> 헤더 크로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 (61세, 2006년)

출처: 간접흡연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Heather에게 물어보세요. 보건부 승인으로 재출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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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미디어 매체, 대중 그리고 정책 지도자 홍보

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지도자, 미디어와 대중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가지 홍보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4.5.1.1 유료 매체 홍보. 방송을 통해 유료로 광고시간이나 장소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인 대중매체 

캠페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홍보 방법이다. 

비용을 지불하고 실시하는 홍보활동의 경우, 대중들이 언제 어디에서 메시지를 보고 듣게 할 것인지 

등 홍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비록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캠페인은 성과를 고려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그림 5 및 그림 6).

세계폐재단(World Lung Foundation, WLF)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중 매체 캠페인을 개발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30

<그림 5> 아일랜드 대중 매체 캠페인 :“담배 연기 없는 근로”캠페인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31“법에 따라 술집, 식당, 그리고 기타 업무 공간은 이제 금연이어야 한다. 간접흡연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비록 당신이 거기서 일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근무 중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저 사람도 그렇다. 담배연기 없는 근로. 법에 의한 금연”47

출처: 담배규제국(Office of Tobacco Control), 아일랜드

4.5.1.2 무료 홍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터뷰, 이벤트를 통해 작성된 기사나 보도는 정책 입안자와 

대중들을 대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시의 가장 큰 일간지의 

전면 기사나 금연법을 지지하는 사설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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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 로사리오, 산타페, 아르헨티나 : 금연법을 지지하는 시민 활동이 뉴스에 보도되다.

2004년 3월, 아르헨티나의 산타페州 입법부에 모든 밀폐된 공공장소와 업무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2004년 6월, 10세 천식 환자인 케빈(Kevin Stralla)은 이 법안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케빈은 버스에 탑승했을 
때, 운전기사에게 담배를 끄지 않으면 버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시설에서의 흡연은 1985년 
지방조례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다. 버스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으나, 케빈은 
버스 기사가 담배를 끌 때까지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버텼다.

결국 케빈은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서로 끌려 왔고, 경찰은 버스요금을 내라고 하면서 버스기사에게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케빈은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을 고발하였고, 버스회사는 
그 버스기사를 정직시켰다. 이 사건은 지방과 전국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되었고, 케빈은 산타페州 수도 
로사리오市에서 비흡연자의 권리를 찾은 영웅이 되었다.

무료 홍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 

• 금연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다른 지역의 경험과 사례에 대한 소개

• 법을 지지하는 사업주나 저명한 인사들의 증언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사례, 특히 근로자들의 증언

• 방송에 방영되기 좋은 대규모 이벤트

• 담배회사의 정책 방해 이야기

• 연구보고서, 여론조사, 기타 조사연구에 대한 보도 자료

금연법을 확산하기 위하여 무료 홍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침서가 개발되어 있다.34,35 

본 지침서의 참고문헌에는 금연법 추진을 위한 무료매체활용방법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6>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좌)와 우루과이(우)에서 술집과 식당에서 금연법 시행을 촉구하는 포스터 49 

출처: 세계폐재단(W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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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사업장과 고용주에 대한 홍보

법 준수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및 사업주들과 협력해야 한다. 모든 건물에 대해 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용주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보 전달과 홍보가 필요하다. 

많은 정부에서는 사업체별로 고용주만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침의 종류로는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조치들을 위주로 상세하게 기술한 관리자용 안내책자에서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통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 쪽 분량의 직원용 안내물까지 다양하다(그림 7). 이 자료들은 

온라인으로도 제공해야 하며, 사업장으로 직접 발송하거나 사업자 협회나 NGO를 통해 배부한다.

<그림 7> 홍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발행한 직원과 사업자를 위해 제작된 안내 소책자 및 

포스터(좌에서 우). 스코틀랜드의 소책자는 9개 언어로 제작되어 있음 36,37,38

출처: 중국 홍콩특별자치구 보건부 산하 담배규제국(Tobacco Control Office)(좌), 아일랜드 담배규제국(Office 
of Tobacco Control)(중), 건강한 스코틀랜드(Healthier Scotland)(우)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호텔․식당업 연합회 등의 관련단체장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법 시행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회의는 지방정부의 보건당국이 소집하여 

주관할 수 있으며, 이 때 법 집행 기관과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5.3 정치인을 홍보대사로

고위급 유명 정치인이 금연법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디어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지지 없이 금연법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킨 도시는 별로 없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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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금연법을 지지하는 유명 정치인: Manual Mondragon, 전 멕시코시티 보건국장(좌) 및 Tabaré 
Vazquez 전 우루과이 대통령(우) 48

출처: Manuel Mondraón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고위급 유명 정치인은 사회 내 저명한 인사들로써 미디어의 관심을 끌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입법자들 사이에서 금연 정책을 지지하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사례 11). 유명 정치인들의 활동은 모든 홍보 전략의 종합이다. 

사례 11: 우루과이 캠페인, “백만 번 감사합니다.* ” (“Un Millón de Gracias”) 39

2006년 3월, 우루과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포괄적 금연법을 최초로 시행한 국가이다. 법시행 한 달 전, 
보건부 장관은 우루과이의 백만 흡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백만인의 서명을 받았다. 말 그대로 “백만 
인에 감사”(그림 8)였다. 전국민이 350만 명인 국가에서 백만인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야심 찬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불과 몇 주 만에 110만의 서명을 받았다. 다음은 서명을 받기 위해 추진했던 활동이다.
• Tabaré Vazquez 우루과이 대통령이 직접 영상회의를 주관하여 캠페인을 출범하였다. 여기에는 미술, 스포츠, 

저널리즘, 정책 분야 권위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여 언론 보도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인터넷이나 무료 전화로 “감사” 카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택시에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였다.
• 이동식 옥외 간판을 통해 캠페인의 성과를 알렸다.

금연법에 대한 흡연자들의 지지를 확립하고 법 준수를 권장하는 노력과 더불어, 금연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즉, 금연법은 대중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되돌려 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깨끗한 공기를 되돌려 준 흡연자들이 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루과이에서 실시한 전국적인 규모의 캠페인은 금연법 추진을 위한 개인의 참여와 같이 지역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 역자주 :“매우 감사하다ˮ는 뜻으로‘un millonʼ은‘백만 번ʼ의 의미와‘백만 명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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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성공 요인 6: 법의 시행과 영향에 대한 관찰(모니터링) 및 평가

일반적으로 대중은 금연법을 환영하지만, 담배회사는 금연법 도입 후에도 법과의 투쟁을 그치지 않는다. 

담배회사는 소송이나 미디어 홍보와 로비를 통해 금연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것이며, 환영받지 

못할뿐더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설득하여 법을 약화시키거나 폐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담배회사의 계략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법은 그들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상대로 법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4.6.1 모니터링 방법

법 시행의 성공 여부나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은 많다. 법을 약화시키려는 반대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금연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설문 조사

  대다수 도시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연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대중의 지지가 높았으며, 법이 

도입된 이후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연법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연법에 대한 지지율이 8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 예로 200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사무실 및 업무 공간에서의 실내 금연에 대한 찬성은 84%로 

나왔으며, 식당 내 금연에 대한 찬성은 79%, 금연 술집과 클럽에서의 금연에 대한 찬성은 65%로 

조사되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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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2006년 우루과이에서 실시한 모리(Mori) 여론 조사에서의 사용한 설문문항41 본 설문지는 

국가 금연 법에 시행 직후 실시하였다. <표 1 참조>

<표 1> 2006년 우루과이에서 실시한 모리 여론조사 설문 문항 및 답변 양식 

설문문항 응답 선택

다른 사람이 배출하는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이 비흡연자에게는 
얼마나 해롭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해롭다
어느 정도 해롭다
약간 해롭다
별로 해롭지 않다
잘 모르겠다

다음 진술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모든 직원은 담배연기가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다음 진술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어른이 집에서 흡연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우루과이에서 3월부터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개인 및 공용 업무공간 
(병원, 학교, 쇼핑센터, 사업장, 술집, 식당, 카지노 등 포함)에서 전면 
금연구역이 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귀하는 금연법 준수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금연법에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법이 준수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대체로는 준수하고 있으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어느 정도 준수되고 한다
전혀 혹은 거의 준수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실시된 이 후,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식당, 술집, 디스코장 등에 얼마나 더 자주 
가십니까?

이전보다 자주 간다
이전과 동일하다
이전보다 덜 나간다
잘 모르겠다

방문 횟수와는 상관없이, 흡연이 금지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 이전 흡연이 
허용되었던 것에 비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 좋다
이전과 동일하다
나쁘다
잘 모르겠다

법 시행 후, 흡연량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흡연자에 해당)

이전과 동일하다
흡연량이 약간 감소하였다
흡연량이 많이 감소하였다
흡연량이 증가하였다
잘 모르겠다



— 30 —

금연도시 만들기

주요 자료원

– 금연법이 경영상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제적 연구. 

  금연법 시행 직후 반대파에서는 금연법이 경영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접객업이나 

외식업(호텔, 식당, 술집, 노래방 시설, 디스코텍이나 클럽 등)에 피해를 강조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주장에 반박해야 한다. 지역 내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접객업의 

매출, 세금, 고용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절차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금연과 호텔․외식산업. 호주 빅토리아주 칼튼, 빅토리아 주 건강증진재단(호주), 2010  [Smokefree 

and hospitality. Carlton, Vic, VicHealth Centre for Tobacco Control (Australia), 2010]

(http://www.vctc.org.au/browse.asp? ContainerID=smokefree)

금연 유럽의 경제적 가치. 브뤼셀, 금연파트너십 (유럽), 2010  [Smoke-free Europe makes economic 

sense. Brussels, Smokefree Partnership (Europe), 2010]

(http://www.smokefreepartnership.eu/Smoke-free-Europe-makes-economic)

금연법은 경제를 돕고 식당 및 술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세계금연파트너십(Global Smokefree 

Partnership) (국제 파트너십), 2006  [Smokefree laws help the economy and do not harm 

restaurants and bars. Global Smokefree Partnership (international partnership), 2006]

(http://www.tobaccofreecenter.org/files/pdfs/en/SF_help_economy_en.pdf)

금연법이 호텔․외식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2005  [Economic impact of smoke-free legislation on the hospitality industry. Ottawa, 

ON, Health Canada, 2005]

(http://www.hc-sc.gc.ca/hc-ps/pubs/tobac-tabac/2005-hospitalit/overview-vue-eng.php).

– 법 준수 관련 통계 자료.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법 준수 현황을 감독하기 위한 

조사체계를 집행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는 집행당국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여 매체를 통해 발표한다.(그림 9). 아일랜드에서 금연법 시행 1년 후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좋은 예시가 된다. 42

<그림 9> 금연법 시행 전-후에 대한 대중의 찬성율 비교 - 아일랜드, 뉴질랜드(금연 술집만 조사에 

포함됨) 및 뉴욕시(미국) 43,44,45

금연법 시행 전 금연법 시행 후

  아일랜드      뉴욕시*         뉴질랜드           멕시코시티



— 31 —

4.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주요 요인

– 금연법 시행 전-후 법정 금연구역 내 실내 공기질의 측정. 많은 도시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간접흡연 

노출이 가장 높은 곳을 알아내기 위하여 공기 중 미립자 물질을 측정해왔다. 법 시행 이후에 다시 

측정하여 미립자 농도가 안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많은 학술 기관에서 이러한 

연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도구와 절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연구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연구 추진 방법. 미국 메릴랜드州 볼티모어市, 간접흡연 모니터링

  (http://www.shsmonitoring.org/)

  간접흡연 노출을 조사하는 방법. 버팔로, NY, 담배 없는 공기, 2010

  (http://www.tobaccofreeair.org/)

– 근로자의 건강수준 지표. 금연법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 시행 전후에 

근로자 혈구 수치(blood cotinine levels)와 같은 생체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모니터링 웹사이트(http://www.shsmonitoring.org)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장마비와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수를 조사할 

수 있겠다. 다음의 도시에서 심혈관계 응급환자를 측정하였다.

이탈리아(Italy)

Cesaroni G et al. 이탈리아 금연구역지정이 급성관상동맥질환 발생률에 미친 영향. Circulation 학회지, 

2008년 2월 11일 [Cesaroni G et al. Effect of the Italian smoking ban on population rates of acute 

coronary events. Circulation, 11 February 2008] (http://circ.ahajournals.org/cgi/content/abstract/ 

CIRCULATIONAHA.107.729889v1?maxtoshow=&HITS=10&hits=10&RESULTFORMAT=&fulltext=Fora

stiere&searchid=1&FIRSTINDEX=0&resourcetype=HWCIT) ;

스코틀랜드(United Kingdom, Scotland)

Pell JP et al. 금연법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입원환자의 연관성. 뉴잉글랜드의학저널, 2008, 359:428–491

[Pell JP et al. Smoke-free legislation and hospitalizations for acute coronary syndrom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8, 359:428–491]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sa0706740)

미국, 헬레나, 몬타나(USA, Helena, Montana)

Sargent RP, Shepard RM, Glantz SA. 공공장소 금연과 심근경색 발생률 감소의 연관성: 전후 비교연구. 

BMJ, 2004, 328:977. [Sargent RP, Shepard RM, Glantz SA. Reduced incidence of admissions for 

myocardial infarction associated with public smoking ban: before and after study. BMJ, 2004, 328:977]

(http://www.bmj.com/content/328/7446/977.abstract?maxtoshow=&HITS=10&hits=10&RESULTFOR

MAT=&author1=Glantz&fulltext=Helena&andorexactfulltext=and&searchid=1087350127291_557&sto

red_search=&FIRSTINDEX=0&sortspec=relevance&resourcetype=1)

미국, 푸에블로, 콜로라도(USA, Pueblo, Colorado)

Bartecchi C et al. 도시 금연 조례와 급성심근경색 발생률 감소의 관련성. Circulation 학회지, 2006, 

114:1490–1496 [Bartecchi C et al. Reduction in the incidence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ssociated 

with a citywide smoking ordinance. Circulation, 2006, 114:1490–1496]

(http://circ.ahajournals.org/cgi/content/full/114/14/1490).

* 미국의 뉴욕시에서의 첫 번째 조사는 금연법 시행 직후에 실시되었고, 두 번째 측정은 법령 시행 후 1년 후 
실시되었다.  “시행 이전”의 자료는 모두 금연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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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널리 홍보하기: 금연법은 성공적이며 인기가 많다

4.5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홍보는 법이 시행된 이후일지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법 준수 현황과 

평가 자료는 금연법이 인기 있으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정책결정자들과 대중매체에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법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법 시행일로부터 1주년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스코틀랜드는 모두 1주년 시행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중매체에서 크게 

조명됨으로써 법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

– [아일랜드] 담배규제국(Office of Tobacco Control). 아일랜드 금연 근무 공간. 1년간의 시행 결과 

(http://www.otc.ie/Uploads/1_Year_Report_FA.pdf)

–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2005. 담배연기가 없어졌다: 2005 연례보고서. 웰링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http://www.moh.govt.nz/moh.nsf/pagesmh/3388?Open)

– [영국]

  ◦ [잉글랜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금연 잉글랜드의 1년의 성과

(http://www.dh.gov.uk/prod_consum_dh/groups/dh_digitalassets/@dh/@en/documents/Digi

talasset/dh_085882.pdf)

  ◦ [스코틀랜드] Ash 스코틀랜드 2007. 성공적인 금연: ASH 스코틀랜드의 성공 사례.

(http://www.ashscotland.org.uk/ash/files/Smokefreesuccess07.pdf)

물론,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뉴스기사나 

홍보이벤트를 통해 알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일찍 발표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관련 자료를 전년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적어도 1년간의 기간을 

거쳐 축적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계절적 요인을 모두 감안할 뿐 아니라, 담배 판매량을 

급증시키거나 급감하게 하는 단기 요인의 효과를 보정한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파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생길 경우, 1차 결과자료라도 보다 신속하게 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수도 있겠다.

5. 금연도시로 가는 12 단계 

잘 듣고 알려주면서 배우기

사례연구와 일화들은 문서화하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직접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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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연 도시로 가는 12 단계 

금연도시가 되고자하는 도시에 도움이 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바로 금연도시를 성공시킨 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그들의 추진 경험에 대해 듣는 것이야말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여러분 도시에 

적용하고자 할 때 생기는 의문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금연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우루과이, 미국(캘리포니아 및 뉴욕) 

등 금연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지역을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금연법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국 및 기타 국제적 보건관련 단체에서 방문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례 12>는 지금까지 제시된 교훈들을 12단계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순서가 

다르게 진행되거나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는데, 금연도시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12: 금연도시로 가는 12단계

1. 해당 도시의 보건 당국 기관을 위원장으로 법제정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 추진위원회에는 주요 시민단체(건강, 소비자, 교육, 환경, 종교, 봉사관련 단체), 법 집행기관, 관련 

정부부처(노동부, 산업부 등)의 핵심 이해당사자 및 주요 고용주 조합 및 노동조합을 참여시킨다. 
2. 전문가가 되어라.
  -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전면금연구역 실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운다. 
3. 효과적인 내용으로 금연법 초안을 작성한다.
  - 국외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현지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한다. 
4. 담배회사의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5. 유명 정치인을 섭외하여 금연법을 홍보하고 지지하도록 한다.
6.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사회 단체 회원, 정치인과 언론의 지지를 형성하여 담배회사들의 반대 전략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7. 평가 모니터링 연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금연법 전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연구(여론조사, 공기의 

질 검사 등)를 진행한다. 
8. 언론매체 및 홍보전문가들과 함께 금연법을 홍보하기 위한 메시지를 만들고 대중에게 알린다. 
  - 신문논평, 인터뷰, 이벤트를 통한 무료 홍보와 텔레비전, 라디오, 전광판 등의 유료 홍보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 홍보 전략에는 담배회사 측의 거짓주장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해야 한다.
9. 법 집행 당국(단속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효과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한다. 
  - 단속관 교육과 단속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단속을 위한 예산을 수립한다. 이는 특히 

법 집행 초기에 중요하다.
10. 법 시행 일자가 확정된 경우, 법이 확실히 준수되도록 표지판,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타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관련 고용주들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11. 법 시행일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거리에서 봉사자가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단속원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2. 준수여부, 여론, 실내공기청정도, 근로자 건강,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언론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알려 법을 존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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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금연조례의 모범사례

금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도시로부터 흔히 받는 질문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나 모범사례는 

없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도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제정된 금연법이나 조례는 

없다. 많은 법과 조례들은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었고, 정치적 협상에 따라 

개정 또는 면제 사항들이 삽입되기도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모범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는 주요 요소가 누락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장 모범적인 조례를 가진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록1은 여러 도시의 조례와 WHO FCTC 제8조의 법 시행을 위한 지침에서 가장 우수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을 작성한 것이다. 이 역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였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경우,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기도 한다. 물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조례 자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민 사회 

연계나 법집행 부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연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도시들은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들과 함께 <부록 2>에서 제시한 자료원을 참고하면 이러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조례에 관한 표준 양식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도시에서 

금연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표준 양식(특히 1~4번째 조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모범 조례안이 기존의 양식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일관성 있게 작성되기 위하여 금연과 관련 있는 다양한 상위법들도 검토해야 한다.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조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관련법(일반적으로 

담배 제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담배규제법(예 :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의 판매를 규제),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건강 및 안전을 규제하는 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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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명 삽입]의 공공장소와 근무공간 금연에 관한 조례

제안내용 설명

조례의 목적과 전문은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 해당도시 
에서 규제를 위한 법적․보건학적 근거가 
이 부분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1. 목적. 본 조례의 목적은 근무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근거.
 (a) [해당 국가] 헌법은 국민의 [생명권][기타 관련 권리]을 보장 한다.
 (b)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기타 권위 있는 보건관련 기관에서는 담배연기 노출로 인하여 비흡연자에게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c) 담배연기 노출에 대하여 안전한 노출 수준은 없다.
 (d)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주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담배연기의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권고한다.

‟막힌 공간ˮ을 이와같이 정의하는 이유는 
덮개가 있는 테라스도 포함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짓거나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근무공간과 공공장소는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근무공간과 공공장소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를 목록으로 제시하여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축소하지는 못한다.

이 조항은 정의된 장소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는 결정적인 조항이다. 광범위 
하게 정의하여 막힌 공간 이외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야외 공간의 범위를 규정할 때에도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되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유입되는 담배연기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목록에서 빠진 곳은 어디인가? 바로 
흡연실이다. 
흡연실도 공공장소의 일종이다.

3. 정의. 본 조례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막힌 공간ˮ이란
  i. 천정, 지붕, 혹은 천정이나 지붕과 같이 기능을 하는 

덮개(일시적/영구적 기능에 무관)가 있는 장소 
  ii. 출입구나 창문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구부러진 1개 벽면이나 

2개 이상의 벽면, 혹은 벽 기능을 하는 구조물(일시적/영구적 
기능에 무관)에 의해 막혀 있는 장소

 (b) ‟시설 및 차량 관리인ˮ이란 사업장 및 차량의 운영에 대한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권한을 가진 고용주, 소유주, 관리자 등을 지칭한다.

 (c) ‟공공장소ˮ란 일반대중이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간 및 집합적 
이용을 위한 공간을 지칭한다. 공공장소의 정의는 
소유권이나 접근 권한과 무관하다. 공공장소는 다음을 
비롯하여 더욱 많은 종류가 포함된다.

  I 사무실 내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 (개인, 공공 소유 건물 
모두 포함)    

  ii. 보건의료기관 (개인 혹은 공공 소유 모두 포함)
  iii. 교육기관 (개인 혹은 공공 소유 모두 포함)
  iv. 정부청사
  v. 일반 소매 가게, 백화점 및 쇼핑센터
  vi. 오락 및 외식 시설 (술집, 디스코텍, 식당 호텔, 노래방 

등 포함)
  vii. 지역사회 시설 및 스포츠센터
  viii.제조 및 가공 공장
  ix. 다세대 주거지역 내의 모든 공공장소 (로비, 엘리베이터, 

계단 등)
  x. [해당도시에서 공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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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본 조례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d) ‟금연구역ˮ이란 본 조례에 의거하여 흡연이 금지된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e) ‟흡연ˮ이란 담배연기를 흡입하거나 발산하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유하거나 통제권한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f) ‟근무공간ˮ이란 보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고용이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공간으로 정의한다. 
다음의 공간을 포함한다.

  i. 사무실 내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 (개인, 공공 소유 건물 모두 포함)
  ii. 보건의료기관 (개인 혹은 공공 소유 모두 포함)
  iii. 교육기관 (개인 혹은 공공 소유 모두 포함)
  iv. 정부청사
  v. 일반 소매 가게, 백화점 및 쇼핑센터
  vi. 오락 및 외식 시설 (술집, 디스코텍, 식당 호텔, 노래방 등 포함)
  vii. 지역사회 시설 및 스포츠센터
  viii.제조 및 가공 공장
  ix. 다세대 주거지역 내의 모든 공공장소 (로비, 엘리베이터, 계단 등)
  x. [해당도시에서 공간 추가]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 규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높다고 판단될 때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지역 종합 운동장 
등)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것부터 시작 
한다. 

4. 막혀 있는 근무공간과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해당 
지자체]에서는 막혀 있는 공공장소나 근무공간의 출입구, 
창문이나 환기구의 [규정된 거리] 이내의 막혀 있는 모든 공공장소 
및 근무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5. 막혀 있지 않았거나 실외공간에서 흡연 규제. 해당 지자체의 공원, 벤치, 운동장, 공공 체육관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막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이는 고용주와 사업장이 책임져야 할 
의무와 구체적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6. 조례 준수 의무. 본 조례에 규정된 금연 시설 및 차량 관리인은 
금연조례 준수를 위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a) 본 조례에 규정된 금연 시설 및 차량 관리인은 금연조례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요구된다.
  i. 금연구역 내에서 어느 누구도 흡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의 수행 – 합리적인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흡연자에게 해당구역에서 담배 제품을 끄도록 하거나, 또는 나가달라고 요청함.
b. 만일 담배 제품을 끄거나 나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거부하고 위반사항을 당국에 신고함.

  ii. 금연구역에 재떨이 등 흡연 관련 용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iii. 해당 조례의 <별표1>에 의거,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
 (b) 어떤 고용주도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직원)에 

대해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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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정도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할 
만큼 충분히 강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처벌 
내용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언급되었거나 위반행위를 멈추게 할 
정도로 충분히 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 
연속적인 위반에 대한 면허정지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조항의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

7. 처벌 및 과태료.
 (a) 본 조례의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별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된다.
 (b)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하루 이상 위법 행위를 하거나 지속하는 

사람은 각각의 위법 행위를 한 날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행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의 법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도시는 규제 
권한이나 단속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 
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제시하였고, 
도시마다 필요에 따라 조례나 규정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8. 집행 기관 및 단속관
 (a) 다음에 언급한 사람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담당자의 적절한 구분을 열거. 예를 들어, ‟공중 
보건조례에서 규정한 공중보건 단속관ˮ

 (b) [해당 지자체 보건당국 대표(시‧도 보건관련부서장, 보건소장 
등)]는 본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담당직제를 추가하거나 
단속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c) (a)에서 집행 권한을 부여 받은 단속관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
  i. 4조에서 금연으로 규정한 막힌 근무공간 및 공공장소에 합리적인 시간에 출입하여 관리․단속한다.
  ii. 관리․단속과 관련된 자료를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 있다
  iii. [해당 지자체의 법적 체계에서 가능한 경우] 조례 위반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d) 본 조례에 의거하여, 어느 누구도 단속관의 직무 수행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방해하거나, 본 조례에 

의거하여 요청한 정보와 문서를 단속관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나 문서의 훼손․은폐․조작으로 단속관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9. 주민 신고. [해당 지자체의 법적 체계에서 가능한 경우]. 지자체 주민은 해당 단속당국에 조례 위반사항이나 
의심되는 위반행위를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당 지자체]는 무료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표지판이나 
[지자체 보건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규칙 등 기타 법적 수단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자체는 
예기치 못한 허점을 차단하고 조례 시행을 
방해하는 다른 문제들을 쉽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추가 단속 대상을 
명시하고 규정할 수 있다.

10. 조례 시행규칙. [해당 지자체 단체장]은 본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할 수 있다.

11. 보고. [해당 지자체 단체장]은 본 조례의 준수 현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고 출간해야 한다.

조례나 규칙의 공포일로부터 90일이나 
3달의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의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기간을 길게 둘 
경우 금연 규제가 지연되거나 금연정책 
추진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불어 
담배회사가 금연조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2. 효력 개시. 본 조례는 [해당 지자체정부 공식 조례명]의 
공포일로부터 9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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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금연구역 표지판 설명

1. 차량 이외에 금연구역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a) 금연구역의 모든 출입구 (일반인에게 개방된 출입구 여부 상관없이)
  (b)모든 화장실 내부
  (c) 공용 구역 (로비, 엘리베이터, 회의실, 복도 등)
  (d)다층 건물의 경우, 모든 계단

2. 막혀 있지 않은 금연구역의 경우에는 시설의 모든 출입구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탑승인원 4인 이상인 차량(교통수단)의 경우, 모든 출입구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탑승인원 
4명 이하 차량(교통수단)의 경우, 차량 각 면마다 창문에 금연표지물을 부착해야 한다.

표지판(사인물)의 사양 및 규격은 중요 
하다. 사양 및 규격을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 외에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시각적 
표시(상징물, 아래 참조)나 표지판 (사인 
물)을 직접 제공․ 배포함으로써 금연조례 
실행에 도움이 된다

4. 연건물 내의 표지물 규격은 200 X 300 mm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금연차량의 경우 100 X 100 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5. 표지판(사인물)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며, 붉은색으로 원과 대각선을 그린다.
  (b)건물이나 차량 내부에 ‘금연’이라는 일반적 금연표시(상징물)와 문구를 삽입한다.
  (c) [해당 지자체에서 통용되는 공식 언어]로 인쇄한다.
  (d)주민 신고 접수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금연조례 집행 담당 부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 한다.

6. [지자체 보건당국]은 조례의 시행에 앞서 아래와 같이 금연 표시(상징물)의 견본을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연

[해당 지자체]의 금연조례에 의해,
본 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례 위반 신고 
[조례 집행 부서]의 무료 전화(0-800-123-45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 유지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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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처벌 규정

위반 조항 위반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및 상습적 

위반

4조, 5조 
(금연구역에서 

흡연)

개인 평균 일급의 X 
비율

[1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2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위반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태료가 
많아야 한다.

과태료 금액은 비합리 
적이어서는 안 되나,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정도여서 위반 
하는 것이 불리해야 한다.

처벌정도는 개인에게 
보다 기관에 강도가 높
아야 하는데, 이는 기관
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벌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이 되며, 금연 조례 가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예에서 개인의 경우, 
처벌은 평균 일급과 연관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사업장의 경우 하루 
수입의 비율 등)로 벌금 
을 부과하는 것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기 때문 
에 시간이 지나도 규제의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다.

6조
(재떨이 제거나 
표지판(사인물)
설치 등 조례 

미준수)

사업장, 
정부청사 및 
민간기관, 혹은 
대기업

평균 일급의 X 
비율 [개인 
벌금보다는 
상당 부분 높은 
금액이어야 함]

[1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2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사업장, 
정부청사 및 
민간기관, 혹은 
대기업에 
고용된 개인

평균 일급의 X 
비율

[1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2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8조 (d)항
(단속관 

업무방해)

사업장, 
정부청사 및 
민간기관, 혹은 
대기업

평균 일급의 X 
비율 [개인 
벌금보다는 
상당 부분 높은 
금액이어야 함]

[1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2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사업장, 
정부청사 및 
민간기관, 또는 
대기업에 
고용된 개인

평균 일급의 X 
비율

[1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2차 위반 보다 
많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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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계 국가별 금연법

1. 배경 및 방법

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정부의 금연법령 시행에 따른 문서 정보와 경험은 수준별로 다양하다. 본서는 

기존의 자료와 사례연구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포괄적 조례 시행의 성공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수많은 법률들로부터 최상의 요소를 끌어낸 금연 조례 모델(부록 1) 또한 포함하고 

있다.

본 안내서 준비와 관련하여,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업무공간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령과 기타 규제 

수단(율령이나 조례, 혹은 행정상의 명령 등)은 인터넷 조사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을 출처로 하며, 법령 시행에 대한 추가 정보는 사례연구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다.

13개 관할구역으로부터의 사례연구 및 법령 시행에 대한 보고서가 검토되었고, 25개 관할구역의 법령이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사례연구 확보가 우선순위였으며, 이외에도 국가, 주 정부, 지방법 이나 영토법 

등 가능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많은 지역의 법들도 모범 사례 확보를 위해 수집되었다. 

본 문서에서 강조된 규제 수단 및 법령 시행 경험은 구체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었다.

• 실제 법령과 규제, 또는 정책 자료가 있는 경우만 선정하였다. 규제내용 요약본은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충분한 자료로 간주되지 않았다.

• 금연법령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들은 대다수의 인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정부 

건물을 금연지정 장소로 지정하는 등 금연시설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배제하였다.

• 실제로 흡연구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실내 지정 흡연구역을 허용하는 법령은 배제되었다. 

• 금연법령은 사례연구, 법령 준수 자료, 혹은 기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해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어야 한다(즉, 규범 자체 보다는 법령 위반이 잘 규제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가능한 한 폭넓은 사례 수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몇몇 지역은 효과적인 법령이나 성공 사례의 일화에 대한 문헌의 부재로 인해 불충분하게 표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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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보고서를 위해 검토된 법령 목록

다음의 법과 규제 그리고 정책은 본 보고서의 준비 과정에서 검토된 것들이다. 이 사례들이 모두 

모범 사례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사례들이 모두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웹사이트는 

관련 규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케냐, 나쿠루

  법에 의한 나쿠루 환경관리 지방자치의회 2005

  (The Municipal Council of Nakuru Environmental Management By-Laws, 2005)

나이지리아, 아부자, 연방수도지역 정부

  http://blogsofbainbridge.typepad.com/tobaccoandyou/why_abuja_went_smoke_free/

미대륙 지역

아르헨티나, 네우켄 지방

  Ley 2572; promulgada 21-12-07. 2007 [법 2572; 2007년 12월 21일 선포]. 최고 법원 도서관 문서

  (Ley 2572; promulgada 21-12-07. 2007 [Law 2572; promulgated 21-12-07]. Library of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document.) 

  http://www.jusneuquen.gov.ar/share/legislacion/leyes/leyes_provinciales/ley_2572.htm

캐나다, 수도지역관할구역(빅토리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1999년 법 2401번에 의한 공기정화조례, 빅토리아 BA,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당국, 의료 보건 

사무국/공중보건 (Clean Air Bylaw No. 2401 of 1999. Victoria, BA, Vancouver Island Health Authority, 

Medical Health Officer/Public Health.)

  http://www.viha.ca/mho/tobacco/clean_air_bylaw.htm

멕시코, 연방관할구역(멕시코시티)

  연방정부 구역의 상업건물 운영을 위한 법 및 연방 부 구역 내 비흡연자들의 건강 보호 조례를 

수정, 보완 혹은 폐지한 율령. Gaceta Oficial del Distrito Federal, 2008년 3월 4일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adicionan y derogan la Ley de Proteccion a la Salud de los No fumadores del 

Distrito Federal y la Ley para el Funcionamiento de Establecimientos Mercantiles del Distrito Federal). 

  http://www.salud.gob.mx/unidades/pediatria/ley%20_no.pdf

  연방정부 구역 내 비흡연자 건강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 Gaceta Oficial del Distrito Federal, 2008년 4월 4일

  (Reglamento de la Ley de Proteccion a la Salud de los No fumadores en el Distrito Federal)

  http://www.paot.org.mx/centro/leyes/df/pdf/GODF/GODF_04_04_2008.pdf

푸에르토리코 

  특정 공공장소 및 개인 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법. 샌 후안, 보건부, 푸에르토리코 정부, 2006. (Ley para 

Reglamentar la Practica de Fumar en Determinados Lugares Publicos y Privados: Nueva ley num. 40)

  http://www.salud.gov.pr/Services/Dejaloya/Pages/NuevaLeyNum4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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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법 18.256번: 담배 규제.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오리엔탈 공화국, 2008.  (Ley Numero 18.256 Control 

del Tabaquismo)  http://www.parlamento.gub.uy/leyes/ley18256.htm

미국, 뉴욕시, NY

  2002년 금연 공기 조례 (Smoke-Free Air Act of 2002)

  http://www.nyc.gov/html/doh/downloads/pdf/smoke/tc7.pdf

중동아시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

  두 개의 모스크 사원의 관리자에 의한 칙령, 파드 왕, 2001년 마카와 마디나 금연법 선포

  (Royal Decree by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King Fahd, in 2001 declaring Makkah 

and Madinah smoke-free)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공공장소 및 업무공간에서의 흡연 규칙 

  (Regulation of smoking in public and work places)

유럽 지역

아일랜드

  2002 공중보건(담배)조례 / 2004 공중보건(담배)조례(개정), 나스, 담배 규제 사무국. (Public Health 

(Tobacco) Act 2002/Public Health (Tobacco) (Amendment) Act 2004. Naas, Office of Tobacco Control)

  http://www.otc.ie/legislation-national-overview.asp

터키

  담배 제품의 위해성 예방에 대한 법 개정  법 5727번, 효력일: 3/1/2008

  (BILL AMENDING THE LAW ON PREVENTION OF HAZARDS OF TOBACCO PRODUCTS Law 

No. 5727 Date of Enactment: 3/1/2008)

  http://www.tobaccocontrollaws.org/files/live/Turkey/Turkey%20-%20Law%20No.%205727.pdf

영국

  2006 보건조례. 런던, legislation.gov.uk.  (Health Act 2006. London,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28/contents

영국, 스코틀랜드

  흡연, 보건 및 사회복지 (스코틀랜드) 조례 2005, 노르위치, 공공 부문 정보 사무국

  (Smoking, Health and Social Care (Scotland) Act 2005. Norwich,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http://www.opsi.gov.uk/legislation/scotland/acts2005/asp_20050013_en_1

  특정 구역 내 흡연금지 (스코틀랜드) 규칙 2006, 스코틀랜드 헌법명령, 2006 90번. 노르위치, 공공부문 

정보사무국 (The Prohibition of Smoking in Certain Premises (Scotland) Regulations 2006. Scottish 

Statutory Instruments, 2006 No. 90. Norwich,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http://www.opsi.gov.uk/legislation/scotland/ssi2006/200600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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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 조례 2003 (2009 개정, 규칙 및 규제 포함 편집물). (The 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Act 2003 (2009 compilation including amendments, rules and regulations)).

  http://rctfi.org/goi_initiatives3.htm

서태평양 지역

호주, 퀸즐랜드 

  담배 및 기타 흡연 제품 조례 1998/담배 및 기타 흡연 제품에 대한 규칙. 브리스베인, 퀸즐랜드 정부

  (Tobacco and Other Smoking Products Act 1998/Tobacco and Other Smoking Products Regulation. 

Brisbane, Queensland Government)

  http://www.health.qld.gov.au/tobaccolaws/default.asp

호주 수도지역

  흡연(밀폐 공공장소에서 금지) 개정 조례 2009. 캔버라 a.c.t 입법 등록. (Smoking (Prohibition 

in Enclosed Public Places) Amendment Act 2009. Canberra, a.c.t legislation register.)

  http://www.legislation.act.gov.au/a/2009-51/

중국, 홍콩특별행정자치구

  담배규제법령. 흡연 [공중보건] 법령 홍콩자치구, 담배규제사무국, 보건부, 홍콩특별행정자치구 정부, 2007.  

(Tobacco control legislation. Smoking [Public Health] Ordinance. Hong Kong SAR, Tobacco Control 

Office, Department of Health,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07)

  http://www.tco.gov.hk/english/legislation/legislation_so.html

인도네시아, 시레본 시티

  시레본 시티 내 비흡연자 공동체 보호에 대한 2006년 시레본 시장 규칙 27a번 (Regulation of Cirebon 

Mayor Number 27a of 2006 on protection for non-smoker community in Cirebon City.)

  http://www.lindungikami.org/site_media/ekstern/REGULATION_OF_CIREBON_MAYOR.pdf

뉴질랜드

  금연환경조례 1990. 웰링턴, 뉴질랜드 법령: 조례

  (Smoke-free Environments Act 1990. Wellington, New Zealand Legislation: Acts)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0/0108/latest/DLM223191.html

필리핀, 다바오 시티

  법령 043-02번, 2002년 법 시리즈: 다바오 시티의 포괄적 흡연 반대 법령, 다바오 13차 시의회, 

2002년 법 시리즈  (Ordinance No. 043-02, Series of 2002: The Comprehensive Anti-Smoking 

Ordinance of Davao City. Davao 13th City Council, Series of 2002.)

  http://cinemarehiyon.com/smoking-ordinance

필리핀, 마카티 시티

  도시법령 2002-090번. 마카티 시티 내 기존의 모든 금연정책 반대조례 개정 및 이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 확대와 조례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제공. 마카티, 마닐라, 2003. (City Ordinance No. 2002-090. 

An Ordinance Revising All Existing Anti-smoking Ordinances in Makati City and Expanding the 

Coverage Thereof, Providing Penalty for Violation Thereof. Makati, Metro Manila, 2003.)

  http://www.makati.gov.ph/portal/roms/docs/ORD.%202002/2002-0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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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를 위해 활용된 금연도시 사례연구

많은 관할 구역들이 성공적으로 금연도시가 되었다. 몇몇 금연도시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본 안내서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금연조례의 성공적 시행과 그 과정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브라질, 레시페
http://new.paho.org/hq/dmdocuments/2011/PAHO_Smoke-free_Recife.pdf

캐나다, 수도지역행정구(빅토리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Drope J, Glantz S.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도지역행정구의 100% 금연조례. 담배산업의 반대에 불구한 
성공적인 공중 보건 캠페인. 담배 규제, 2003년 9월 12:264–268.(Drope J, Glantz S. British Columbia 
capital regional district 100% smokefree bylaw: a successful public health campaign despite industry 
opposition. Tobacco Control, September 2003, 12:264–268.)
http://tobaccocontrol.bmj.com/cgi/content/full/12/3/264

인도, 찬디가르
금연도시로서의 찬디가르의 경험. WHO 건강개발센터(Experience of Chandigarh as a smoke-free 
c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http://www.searo.who.int/LinkFiles/TFI_Chandigarh-Smoke-Free_City.pdf

인도, 첸나이
http://www.searo.who.int/LinkFiles/TFI_Smoke-Free-City-cs.pdf

아일랜드
금연법안 시행. 아이리쉬 타임즈: 2000 사업, 제9판, 2005/06.
(Implementing the smoking ban. The Irish Times: Business 2000, Ninth Edition, 2005/06.)
http://www.business2000.ie/images/pdfs/pdf_9th/dept_of_health_9th_ed.pdf

멕시코, 멕시코연방행정구(멕시코시티)
Dawson J. 멕시코시티: 금연도시 사례연구. 폐결핵 및 폐질환에 대한 국제연합, 파리, 2009(Dawson J. 
Mexico City: smoke-free city case study. Paris,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2009.)
http://www.theunion.org/news/mexico-city-smoke-free-case-study-launched.html
100% 금연 환경을 향하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의 사례연구.
(Towards 100% Smoke-Free Environment: The Case Study of Mexico City, Mexico)
http://new.paho.org/hq/dmdocuments/2011/PAHO_Smoke-free_Mexico_City.pdf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및 메디나
메카 및 메디나: 금연도시에 대한 사례연구. WHO 건강개발센터(Mecca and Medina: smoke-free city 
case study. World Health Organization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http://www.who.or.jp/SFC_Makkah.html

우루과이
Marquizo Blanco A. 우루과이의 담배 규제를 변화시킨 6년: 학습된 교훈(2007). 워싱턴 DC, 팬 아메리칸 
보건기구 2007.(Marquizo Blanco A. Six Years that changed tobacco control in Uruguay: Lessons 
learned (2007). Washington, DC,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007.)
http://new.paho.org/hq/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71&Itemid=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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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NY 

뉴욕: 금연도시: 금연 리버풀의 사례연구. 체스터, 영국 존 도슨 연합회, 2006.(New York: smoke-free 

city: a case study for Smokefree Liverpool. Chester, United Kingdom, Jon Dawson Associates, 2006.)

http://www.smokefreeliverpool.com/images/stories/documents/new_york_case_study.pdf?phpMy

Admin=03877833a9ef1ea00e0c31c496ef7f55

금연도시 계획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받은 금연 사례연구 및 간략보고서

다음의 모든 사례연구가 최선의 사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관할 구역이 100% 금연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확대된 사례연구 

도시 국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무국 주요 사항

1. 알마티 카자흐스탄 / EURO(유럽지역)
– 법령의 대책으로써 프로그램의 시행– 매체의 역할

2. 찬디가르 인도 / SEARO(동남아시아지역)
– 정책 보급– NGO의 역할– 담배규제 법령의 활용

3. 첸나이 인도 / SEARO(동남아시아지역)
– 모니터링 전략– 매체의 역할– NGO의 역할

4. 치요다(도쿄) 일본 / WPRO(서태평양지역) – 실외 금연

5. 다바오 필리핀 / WPRO(서태평양지역)
– 다양한 부문의 법령 시행팀– 매체의 역할– (근거를 기반으로 한) 중재의 일관성

6. 리버풀 영국/ EURO(유럽지역)

– 정책 보급– 법령 지지 캠페인– 파트너십– 자료의 폭넓은 활용

7.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EMRO(중동아시아지역) – 문화적 맥락에 대한 적용– 국내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8.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 EMRO(중동아시아지역)

9. 멕시코시티 멕시코 / AMRO/PAHO(미대륙지역)

–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파트너십– 모니터링– 담배산업에 대한 반대– 지역의 근거 활용

10. 나쿠루 케냐 / AFRO(아프리카지역)
– 공동체 참여– 주변 환경에 대한 활용– 정책 보급

11. 레시페 브라질 / AMRO/PAHO(미대륙지역)
– 지역 내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 시행– 학술기관과의 파트너십– 정책 시행에 대한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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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국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무국 주요 사항

콜링우드 캐나다 / PAHO(미대륙지역)
– 정책 보급
– 운동장 및 유원지 등에 초점
– 청년층 참여

엘 파소 USA / PAHO(미대륙지역)
– 매체의 역할 
– 시의회의 참여
– 청년층 참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SEARO(동남아시아지역)
– 금연정책과 맑은 공기와의 관계
– 법적 효력 부족

마카티 필리핀 / WPRO(서태평양지역)
– 법규 준수 독려
– 정책 보급

미시간 USA / PAHO(미대륙지역)
– 여러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하위국가 

(주정부) 차원에서의 발의
– 미약하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국가 정책 상황

오타와 캐나다 / AMRO(미대륙지역)
– 정책 보급
– 법안 채택 과정에서의 매체의 역할

산타페 아르헨티나 / PAHO(미대륙지역)
– 여러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하위국가 

(주정부) 차원에서의 발의
– 미약하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국가 정책 상황

110개 도시에서의 
거리 흡연 금지

일본 / WPRO(서태평양지역)

– 1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 
금연거리 

– 유사한 금연거리 시행 및 행사를 계획을 위한 
경험(교훈)

타운스빌 호주 / WPRO(서태평양지역)
– 하위국가(주정부) 법령의 지자체 집행  (주정부 

차원에서) 

워털루 캐나다 / PAHO(미대륙지역)
– 공동체 참여
– ‟사적ˮ 환경 규제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무국별 금연법규 시행지역 웹사이트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도시와 주정부, 국가들이 어떻게 금연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의 금연법령 

입법, 시행, 소통, 집행 전략 등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가장 종합적인 웹사이트 중 몇몇을 소개하였으며,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금연지역이 모두 열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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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륙 지역

브라질, 상파울루 

흡연 반대법. 흡연 반대 포털 사이트, 주정부

(Ley Antifumo [Anti-smoking law]. Anti-smoking Portal, State Government)

http://www.leiantifumo.sp.gov.br/

캐나다, 온타리오

금연 온타리오 법령, 건강증진 및 운동부

(Smoke-Free Ontario Legislation, Ministry of Health Promotion and Sport.)

http://www.mhp.gov.on.ca/english/health/smoke_free/legislation.asp

푸에르토리코

신법 No.40. 보건부.

(Nueva Ley Núm. 40 [New Law No. 40)]. Department of Health.)

http://www.salud.gov.pr/Services/Dejaloya/Pages/NuevaLeyNum40.aspx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는 금연 국가입니다.(Ya Puerto Rico es libre de humo. [And Puerto Rico is 

smoke-free].)  http://prlibre.com/

미국, 캘리포니아

간접흡연,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Secondhand Smoke,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http://www.tobaccofreeca.com/secondhand_smoke.html

중동아시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및 메디나종교와 담배. 2006년 순례지(Hajj)의 금연을 위한 노력(1426 헤지라). 

세계보건기구 중동아시아지역 사무국(WHO EMRO)

(Religion and tobacco. Together for tobacco free Hajj 2006 (1426 Hegira).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http://www.emro.who.int/tfi/TobaccofreeMecca_Medina.htm

유럽 지역

아일랜드

금연 업무공간. 담배 규제 사무국. (Smoke-free workplaces. Office of Tobacco Control.)

http://www.otc.ie/communication_smokefree.asp

터키

담배제품 위해에 대한 방지 및 규제법 시행 4207번. 보건부. (4207 Sayılı Tütün Ürünlerinin 

Zararlarının Önlenmesi ve Kontrolü Hakkında Kanunun Uygulanması [No. 4207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Harms of Tobacco Products]. Ministry of Health)

http://www.saglik.gov.tr/TR/Genel/BelgeGoster.aspx?F6E10F8892433CFF404F9755767D76FF563BC

337E506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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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

금연법. ‟2007년 7월 1일부터 더욱 건강한 영국ˮ. (Smokefree. A healthier England from July 1st 2007)

http://www.smokefreeengland.co.uk/

영국, 스코틀랜드

새로운 금연 스코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맑은 공기 더 건강한 스코틀랜드ˮ.
(Welcome to a new smoke-free Scotland. Clearing the Air, Healthier Scotland.)

http://www.clearingtheairscotland.com/index.html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찬디가르

찬디가르 금연 웹사이트

http://www.chandigarh.tobaccofreeindia.com/

서태평양 지역

호주, 호주남부

선의를 위한 금연. 호주남부 담배규제. 보건부.

(Smoke-free for good. Tobacco Control in South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http://www.tobaccolaws.sa.gov.au/Default.aspx?tabid=160

호주, 타스매니아

금연 지역. 보건 및 인권서비스 부서. (Smoke-free area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dhhs.tas.gov.au/peh/tobacco_control/smoke_free_areas2

중국, 홍콩특별행정자치구

출판물 및 내려받기. 법령 시행 안내서. 담배규제사무국, 보건부(Publications and downloads. 

Implementation guidelines. Tobacco Control Office, Department of Health.)

http://www.tco.gov.hk/english/downloads/downloads_guidelines.html (영어)

http://www.tco.gov.hk/tc_chi/downloads/downloads_guidelines.html (중국어)

흡연 (공중 보건) 조례. 흡연 및 보건에 대한 홍콩의회(NGO)

(Smoking (Public Health) Ordinance. Hong Kong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 (NGO)).

http://smokefree.hk/en/content/web.do?page=Ordinances (영어)

http://smokefree.hk/tc/content/web.do?page=Ordinances (중국어)

뉴질랜드

뉴질랜드 금연법. 보건부

(Smokefree law in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http://www.moh.govt.nz/smokefre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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