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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 중 어느 것이 해당 되는가에 대한 국가별 상위 3개 답변

뉴욕--(Business Wire/뉴스와이어) 2018년 03월 20일 -- 담배 없는 세상 재단(The Foundation for a
Smoke-Free World)이 흡연자와 이들의 경험 그리고 금연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과제를 더 잘 이해하
기 위해 수행한 글로벌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담배와 대체제품 및 니코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담배
를 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조사결과를
발전시켜 다양한 문화와 경제 여건에서 흡연 종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을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018 흡연 현황 조사(State of Smoking Survey)는 브라질,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일본, 레바
논, 말라위, 뉴질랜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13개 국가의 흡연자와 과거 흡연 경험
이 있는 자 그리고 비흡연자 1만742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정량적 결과에 정황 정보를 더하
기 위하여 7개 국가(프랑스, 그리스,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의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일련의 정성적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재단과의 계약을 통해 종합 컨설팅 조사 기관
인 칸타 퍼블릭(Kantar Public)이 수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은 동떨어진 습관이 아니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등 인생의 기본적인 즐거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금연 방
법은 이런 점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금연 실패를 가져왔다.  

2. 흡연자들은 흡연이 자신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



해 스스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금연방법이나 피해를 줄이는 해법에 관해 상의하지 않고 있다. 의료 시스템은 흡연자들을 더 많이 접
촉해야 하고 의료 종사자들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는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3. 흡연의 상대적 피해와 덜 해로운 대안들에 관한 흡연자들의 생각에는 괴리가 있다. 사람들은 “니코
틴 때문에 담배를 피지만 죽는 것은 타르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니코틴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
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금연을 하거나 위험이 적은 대체 제품을 선택하려는 흡연자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담배 없는 세상 재단 이사장인 데렉 야크(Derek Yach) 박사는 “이번 조사가 세계 십 억여 명의 흡연자
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금연을 실행에 옮기고 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복잡한 이
유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촉발시키는 한편,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위험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
이 되는 보다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개입방안을 개발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분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지 그 배경이 되는 중요한 동기요인과 금연에 방해
가 되는 요소, 그리고 담배를 끊으려는 동기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연기를 내뿜는 담배 제품에 중독되
는 굴레에 빠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
붙였다.  

글로벌 조사를 통해 얻은 특별한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흡연은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등 매일매
일의 의례적인 일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일부 국가(브라질, 그리스 및 레바논 등)의
경우, 커피나 차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식사 후에는 늘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  

· 조사대상 흡연자 대다수가 흡연은 자신의 건강에 해롭고 스스로 비흡연자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병원에 가는 빈도는 비흡연자들보다 오히려 적었다.  

·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끊으려고 생각하는 주된 동기는 주로 건강에 대한 염려이다.  

· 조사대상 흡연자의 대다수가 도움 없이 담배를 끊으려 하지만,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은 우선은 니코
틴 대체 요법이나 투약 처방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국가(예를 들어 프랑스, 그리스, 일본, 레
바논,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의 경우, 흡연자들은 흡연량을 줄이거나 담배를 끊기 위해 전자 담
배나 그 밖의 니코틴 대체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웹사이트 https://www.smokefreeworld.org/sites/default/files/uploads/derek-
yach-press-conference-presentation.pdf 참조  

고해상도 도표 이미지는 웹사이트
https://www.dropbox.com/sh/0bw9ckaac0h7cu9/AAB1ihaAu9Ilr_aFdaxZq60ia?dl=0 참조  

야크 박사는 “이 데이터는 각 흡연자들이 담배를 멀리하려는 힘든 노력과 독특한 경험을 더 잘 이해
함으로써 이들의 금연 행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개인 맞
춤형 의료 시대에서 세상의 흡연자들을 더 이상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에 알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중
요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질병과 죽음을 줄이는 다양한 해법을 개발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만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재단(Foundation for a Smoke-Free World) 개요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재단은 제삼자의 통제와 영향 없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독립적 민간재단이며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S.A.)이 재단에 초기 자금을 제공했다. 재단은 흡
연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학, 농업 및 과학 조사, 그리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담배의 전세계
적 수요 감소의 영향을 알리는 데 보조금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319005647/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
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
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www.smoke-freeworl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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