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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리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 실외 독립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moking Area Guidelines that Respect the Rights of the People
- With a Focus on Independent Outdoor Smoking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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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principles of designating a smoking area within a non-smoking area rely on mere compartmentalization.

This causes non-smokers aversion against smokers and smokers complaints about anti-smoking policies, which

means both of them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scheme. In addition, such a system, far from the original

intent of the law, does not provide appropriate respect for people’s rights.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scheme is that smoking areas are not separated from non-smoking areas. Japan has continued installing

independent smoking areas since 2002 and witnessed a decrease in the smoking rate. The country’s success is

attributable to: the state’s active intervention in connection with enterprises; continuous environmental improvements

and creation of goods; ‘smoking etiquette’ campaigns; and the sociality and group consciousness of Japanese

people. It is recognized that the synergy of the designation of independent smoking areas and such multi-faceted

efforts has led to the nation’s accomplishment. Hence, it is required to install independent smoking areas in

non-smoking areas in Seoul in order to respect the rights of smokers and non-smokers and resolve conflicts

between them. It is not suitable to merely model after Japan’s case, however, studies and guidelines that are

tailored to Korea’s own environment and social atmosphere are required. To ensure that the people recognize the

necessity for smoking areas, a social consensus is formed and proper smoking areas are established in a systemic

manner, a system for that purpose should connote a symbol of the social consensus and consequent guidelines

should take physical elements, human activities and semantic assignment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basic guidelines to install separated smoking areas, which will keep distance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form a social consensus and establish a sound smoking culture. These would ensure that the rights of

both smokers and non-smokers are fully respected and that government policies are trusted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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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담배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광해군 시절인 1616년이

다.1) 담배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의 흡연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1980년 12월

12일 정부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 개

정안을 의결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들도 늘기 시작했다.2)

1) 김석종, 광곡50년 담배 50년, 경향신문, 1995.8.9, 27면

2) 강중만, 담배의 사회문화사, 인물과사상사, 2011, p.76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만들어 지면서 금연캠페

인이 시작되었으며, 1992년부터 새마을 열차가 금연 실

로 운행되고, 뒤이어 아시아나 항공에서 자율적으로 비

행기 안에서 금연을 실시하였다. 흡연에 대한 법적인 규

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진 것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이 만들어 지면서부터였다. 흡연규제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이어 흡연 문화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높아졌다. 2011년 국민건

강증진법3)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3) 국민건강증진법 절대금연구역 주요내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1년

12월 8일 기준) : 대형건물-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

축물 전체 / 대형음식점–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 전체 / 정부, 공공기관–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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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구역 예정지도(2014년 시행)

2014년 서울시의 공원, 버

스 정류장, 공공장소 등의

대부분이 금연장소 및 금

연거리로 지정될 예정이

다.

현재 금연구역내 흡연공간 현황 및 문제점

현황사진 금연구역 현황 및 문제점

강남역부근 강남역

9번출구∼신논현역

6번출구 934M

(반대편 450M)

-바닥에 <흡연구역>표시 및 재떨이 설치

-출, 퇴근 시민과 보행자의 간접흡연

-주변 상가 밀집지역으로 흡연공간을 가

로질러 이동할 수 밖에 없는 동선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장

(2011년 2월 시행)

-서울시내 전체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버스 정류장 주변 및 진입전 이루어 지는

흡연으로 인한 비 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야간 상습 흡연발생

청계 광장

(2011년 6월 시행)

-청계광장 및 청계천 흡연공간 지정

-청계광장 좌,우 건물과 인접한 보도는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상습적인 흡연 발생

광화문 광장

(2011년 6월 시행)

-광화문광장 內 금연구역

-좌, 우 빌딩 밀집지역으로 직장인들의

상습적인 집단 흡연으로 인해 보행자의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 재떨이 설치

동대문구

공공장소 198개소

(2012년 4월 시행)

-공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단속 및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유로 금

연구역 부근에서 상습적인 흡연 발생

영동대로 코엑스 앞

(2012년 11월 시행)

-영동대로 코엑스 앞 전체 금연구역

-넓은 보도폭과 개방되어 있는 흡연구역으로

인해 보행자 및 혐연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

되어 있음

<표 1> 금연지역 시행 예정지 및 금연구역내(內) 흡연구역 문제점

금연구역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외

금연구역을 추가 선포4)하기에 이르렀다.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결과 금연지역의 확대, 길거리

흡연자의 감소, 비흡연자의 혐연권6)보장을 위한 흡연구

역 지정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흡연권을 일

방적으로 제한 한다”는 흡연자들의 주장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혐연

자들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금연정책

이 규제와 벌금, 흡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자와 혐연자의

제도적 거리 두기에는 성공하였으나 상호간의 권리 존중

을 위한 시설과 대책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내의 흡연구역은 단순 구획에 기초하고 있

어 보행자의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을 피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나 이면도

로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흡연을 제한할 방법이 없어

혐연자들에게는 흡연자에 대한 혐오를, 흡연자들에게는 금

연정책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흡연공간이 격리되어야할 혐오 시설이 아니라 공

동이익(Public Benefit)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는 필요성 인식

을 통해 흡연자와 혐연자 모두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

을 수 있는 독립형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제시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국민의 권리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는 현(現)흡연구역의 문제점과 흡연자와 혐연자의

권리 침해현황, 갈등요소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내 흡연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일본

사례연구’, ‘가이드라인 제시’ 순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그

에 따른 연구 방법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서울시가 2012년 발표를 통해 현재 금연구역으

로 지정하였거나 2014년 시행예정인 금연구역(거리)내

흡연구역의 문제점 파악과 그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흡

연자, 혐연자간의 갈등요소와 권리침해 현황을 분석 하였다.

둘째,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독립형 흡연공간을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의 흡연공간 설치 경위와 특징, 성공요

지자체 청사 전체 / 의료기관, 보건소–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체 / 학원–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학원

/ 기타–학교, 보육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만화방 등 대부분의 공

공시설 전체

4) 2)전국 244개(광역 16, 기초228)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

는 85개 지자체(광역10, 기초 2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세계일보, 2012. 3. 12)

5) 서홍관, 흡연규제 사회정의인가? 사행활침해인가?, 한금연학회지,

2012, p.1

6) 혐연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맡

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인, 성과 분석을 통해 실외 흡연공간의 공감대 형성과 정착

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져야 하는지 조사

하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였다. 셋

째, 이상 분석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금연구역(거리)내 독립

형 흡연공간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

2. 서울시 흡연구역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흡연율은 30.9%로 세계최고수준이다. 3명중 1명

은 흡연자(여성 3.9%)이다7)

흡연자의 감소추세는 더딘 반면, 금연구역, 금연거리의

확대(예정)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흡연공

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면도로 및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

분별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금연구역 제정이

흡연자와 혐연자 양쪽 모두에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 1>은 서울시가 2014년 시행예정인 금연구역

과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 지역내 흡연

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7) 보건복지부 발표,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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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은 사람의 왕례가 빈번한 장소에 내부 환기시설이 갖추

어져 있는 독립형 흡연공간을 운영하여 흡연권 및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흡연 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구획설정에 근거한 단순한 장소 조성이라는

점이다. 흡연 구역이 있어도 물리적 구분이 없어 담배연

기와 담뱃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지나는 행인에게 의

도하지 않은 간접흡연과 불쾌감을 준다. 유동인구 및 보

행자의 통행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위치 선정으로

인하여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흡연자들은 비

흡연자들의 부정적 시선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금연구역

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된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역이지만 사람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공원이나

빌딩골목의 야외 흡연공간과 동일한 개념, 시설만을 갖추

고 있어 위치에 맞는 차별화된 흡연공간이 필요하다.

흡연자는 혐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8)을 내고 지정된

장소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흡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혐연

자의 부정적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한다.

혐연자는 흡연자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의 피해

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흡연구역은 당초 구성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공

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 마땅히 찾아야할 권

리를 존중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 일본 사례 분석

3.1. 독립형 흡연공간 설치 경위

2002년 10월 치요다구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행흡

연자의 담뱃불에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

건 이후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엔(약 20만원)의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2년 11월 12일에는 일

본 닛코시 조례제정, 후쿠오카 조례제정 이후 일본 전역

의 도심 내 흡연 금지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5월에는

건강 증진법 제 25조, 2절 간접흡연방지가 발효되어 학

교, 체육관, 병원, 극장 관람공원 등을 포함 시켰다. 2003

년 이후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한 실외 독립형 흡연공간

(흡연부스)설치를 시작하였다.9)

일본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 212개 자치단체,

943곳에 흡연부스를 설치, 운영중이다.10)

3.2. 일본 흡연공간의 특징

일본의 실외 독립형 흡연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흡연자와 혐연자의 공간구획이 아니라 혐연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독립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11) 독립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를 위한 다

8) 2,500원짜리 담배에는(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

건강진흥기금 354원) 총 61.4%가 세금이다.

9) 한일문화, 2007

10) 일본담배주식회사(JT) 보도자료, 2011.4

11) 일본의 모든 길거리, 야외 흡연공간이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양한 설비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다. 혐연자들도 흡연자를 자신들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단적으로 흡연공간의 네이밍 에서도 나

타난다. 일본의 흡연공간은 설치 위치에 따라 형태, 칼

라, 재질의 차이는 있었지만 Smoking Area, Smoking

Site, Smoking Style 등과 같이 흡연공간을 단순히 거리

를 두어야 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문

화, 습관의 차이로 인식되어 지도록 공간에 의미를 부여

하고 있으며,건전한 흡연문화라는 코드와 맞물려 혐연자

들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권리도 함께 존중하고 있다.

3.3. 독립형 흡연공간의 성공 요인

(1) 기업과 연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치요다구의 어린이 실명사고 이후로 사회에서는 흡연

자와 혐연자의 분리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실외 독립형 흡연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

가는 부분으로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행 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흡연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와 설치 비용

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담배주식회사(JT)간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였다. 일본정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

에 실외 흡연부스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승인

하고, JT는 그 장소에 독립형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방법

이다. JT는 흡연공간에 자시의 기업광고나 상품광고를

내고, 담배나 흡연관련 용품, 음료수 등을 판매함으로서

운영비를 조달 하는 시스템을 체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

식은 중앙정부는 비용투자 없이 흡연부스를 설치 할 수

있고, JT라는 기업은 흡연부스의 이용료, 담배 판매비용

을 통해 흡연공간의 건립, 운영비용을 조달 할 수 있으

며, 흡연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윈윈

전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JT가 흡연부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마케팅을

설치위치의 입지조건 및 보행자의 수, 그 밖의 여건에 따라 개방되

어 있는 흡연공간도 많이 있다. 대표적 개방공간으로는 2003년10

월에 설치된 도쿄 시부야역 하치공 앞과 2004년 3월에 설치된 우

에노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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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포 카드 담배 자판기 공조, 환기시설 설치

음료수 자판기 운영 영상을 통한 정보전달

다양한 흡연관련 용품 판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배려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방법이 궁극적으로 금연

율을 감소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흡연자와 혐연자의 권리 보장측면과 흡연자들의 불편과

비용지불을 통해 스스로가 금연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부

여를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권리 보장과 흡연율 저하를 위

한 대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실외

독립형 흡연공간 설치 이후로 길거리 흡연문화가 개선되

고 있으며, 꾸준히 흡연율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지속적 환경개선과 재화 창출

일본의 모든 담배는 생산과 판매를 JT가 관리한다.

1985년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JT는 반

관반민의 합작 회사로 2006년에만 3조 엔의 매출을 올릴

정도였다. 일본도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고 공공 흡연 구

역 설치를 늘리거나 1998년 이후부터는 업계 스스로 직

접 광고를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스마트카드인 타스포 카드12)를 만들었다.13)

일본의 흡연공간에는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JT는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통해 수익을 얻고, 흡연공

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이익을 얻는다. 가장 먼저 금

연조례를 제정한 치요다구는 2012. 7월 일본 최초의 유료

흡연소 3곳을 동시에 오픈했다. ‘무더위에 환기도 잘 안

되는 무료 흡연실에서 급히 담배를 피울 것인가 아니면

입장료 50엔에 에어컨이 완비된 점포에서 천천히 즐길 것

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단돈 50엔으로 얻을 수 있는 부

가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그만

한 가치가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

연하다”는 마인드가 강하게 형성된 것이 이유였다.14)

<잇푸쿠> 라고 이름 붙여진 이 흡연소는 1회 이용 시

50엔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일본에는 담배회사가 운영하

는 무료 흡연실도 곳곳에 있어 유료 흡연소의 전망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그러나, 흡연금지 장소는 점점 넓

어지지만 이에 대한 돌파구는 없다고 판단한 제너럴 펜덱

스는 바로 그 점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흡연자

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적용했다. 타스포 카드를 이용한

담배 자판기와 잇쿠푸의 사례를 <표 2>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용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유료라는 점으로 유료 흡

연소가 성공하려면 기존 흡연공간이나 무료 흡연실과의

12) Taspo 또는 타스포 카드로 알려져 있는 이 카드는 2008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성인 인증 카드이다 이 카드가 없으면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 없다. 타스포 카드는 소유자의 연령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집적 회로를 포함한다. 카드 발급은 성인인 20세 이상이

카드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카드는 자동 판매기 접

촉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비접 촉식이다. 소비자는 검증 확인 문서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등) TIOJ에 얼굴 사진의 사본과 함께

담배 소매 업체에서 사용할 수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3) 위키백과, 서적인용 : 마에다 히로미, 일본문화, 2008

14) 주간무역, 2012.8.17

<표 2> 타스포카드 자판기 및 잇쿠푸 내부사진15)

차별화가 관건이라는 부분에 착안하여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환기와 공조를 비롯한 개·폐점

관련 자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공조 실험을 반복,

상당한 양의 공기를 순환시켜 흡연자들이 쾌적한 공간에

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했다. 담배꽁초 처리도 수도

시설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물을 이용하

기 때문에 화재예방이 가능하고 냄새제거 기능도 있다.

또한 벽에 스며드는 냄새를 지워주는 광촉매 재료인 ‘엔

젤 클린’을 사용해 점포의 벽과 천장을 도장했고 점포

내부는 최첨단 환기시설로 흡연구역의 공기가 비흡연 구

역이나 가게 앞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했다. 흡연자는 물

론 밖을 걷는 사람까지 배려한 것이다. 잇푸쿠 입구는

지하철 개찰구 형태로 파스모(Pasmo)나 슈이카(Suica)같

은 일본 교통카드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간혹

일반 무료 흡연실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간단히 입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흡

연소 이용에 따른 동전 구비가 귀찮은 흡연자를 위해 전

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음료수

자동판매기도 전자화폐로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전

이 없어도 잇푸쿠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

넷 사용자를 위한 와이파이와 전원도 제공하는 등 흡연

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를 대비했다. 제너러 펀덱스

는 오피스 거리를 중심으로 3년 내 36개의 점포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16)

15) 사진출처:http://jooan.tistory.com

16) 주간무역,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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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걸..
하는 것은 담배를 버릴때만 떠오름

불을 들고 많은 인파속으로 간다는건
성화 주자만으로 족함

담배 꽁초를 하수구에 버렸다고
하기 보다는 감추었다라고 함

줍는 사람은 피우지 않고
줍지 않는 사람은 피우고 있음

조개 껍질을 찾고 싶었는데
담배 꽁초를 찾았음

자신의 담배는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나쁜 냄새가 나는 담배

700도의 불을 들고 사람들과
스쳐 지나고 있음

어깨가 부딪히면 사과하면서 담배
연기가 부딪히는건 사과하지 않음

몸은 피했어도
연기는 부딪힘

휴대용 재떨이는 어느장소 에서나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허가증이아님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이
어린이의 눈 높이와 같음

이곳은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머무는 베이스

<표 3> 일본 JT의 흡연매너 캠페인 사례

일본의 흡연공간은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곳이라는 기

존 흡연공간의 패러다임에서 벋어나 흡연자들을 배려하

고 권리를 보장하며, 상호간의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쾌적

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판기, 흡연관련용품, 음료

수, 출입비용 등 제화를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

로 흡연공간을 유지,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혐연자들의

건강과 권리는 물론이고, 흡연자들의 권리도 함께 보장함

으로서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3) 흡연매너 캠페인

일본은 흡연구역 및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흡연 매너 캠페인을 통해 흡연자들의 올바를 흡연 매너

를 주지 시키고 있다. <표 3>은 JT의 흡연매너 캠페인

사례이다.

일본의 담배 사업을 독점하는 JT는 흡연자들의 주의

를 끌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의 문구를 간접화

법으로 만들었다. JT는 담배연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

해를 준다거나 담배꽁초가 거리를 더럽힌다는 중언부언

식의 식상한 경고문 대신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매너 있는 흡연을 위한 에피소드를 녹였다. 일본

의 블로거들이 찍어 올린 JT의 캠페인 문구들은 하얀색

바탕에 녹색 글자와 삽화로 구성돼 있으며 일어와 영어

가 사용됐다.17)

(4) 일본인의 집단성

일본인의 집단성은 일본 열도라는 폐쇄적 지역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신분과 직업을

벗어 날 수 없었던18) 일본인은 폐쇄된 지역과 직업을 중

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은 나카

마19)와 나카마하즈레20) 무라하치부21)라는 세가지 특징을

나타낸다.22)

일본에서 촌락의 제제 형태는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추방, 무라하치부, 벌금, 진사(해명과 사과) 4가지 였는

데, 그중 무라하치부는 촌락 공동의 이익과 질서에 역행

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위반자를 촌락 공동체 생활에서

제외시키는 제재수단으로 행해졌다. 일단 무라하치부를

당하게 되면 촌락의 모든 구성원과의 사교활동이 제외된

다. 대화도 나눌 수 없으며, 생활용품이나 농기구 등을

빌릴 수도 없었다.23)

무라하치부는 촌락 구성원 개인의 자기 중심적인 행동

을 용납하지 않고, 집단 속의 균일하고 성실한 인원이 되

도록 하는 제재 수단이었다. 무라하치부를 당하지 않으려

고 촌락 구성원은 항상 긴장 상태 속에서 촌락의 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촌락은 질서유지는 물

론이고 집단적 행동의 통일을 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무라하치부의 풍습은 근세에 전국적으로 행해져 일본인의

전통 속에 녹아 들어 근대에도 전승되고, 실정법24)과 이중

적 구조를 이루며 일본사회 속에서 작용해 왔다.25)

한국에서 자녀교육에 보통 경쟁심, 향상심을 자극하는

표현을 많이 한다면,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 않도

록 해라,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순응

과 질서의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26) 이른바 일본의

17) 김상기, 국민일보, 2005.11.4

18)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과거 제도와 같이 시험을 통해 신

분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19) 나카마 : 동료, 한패, 같은 직업 종사자들의 동료의식 혹은 패거리

의식으로 집단 내부의 결속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

20) 나카마하즈레 : 집단의 질서에 상치되는 행동을 하면 나카마들 사

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21) 무라하치부 : 오늘날의 이지메로 규칙 위반자에대한 촌락의 자치적

인 제제수단의 하나

22) 최관,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화사, 2004, p.88

23) 상게서, p.89

24) 실정법(實定法) :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정립되

어 시행되고 있는 법.

25) 최관,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화사, 2004, p.89

26) 상게서,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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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자(%) 46.9 45.8 41.3 40.2 39.5 38.9 36.6 33.7

여자(%) 13.2 13.8 12.4 12.7 12.9 11.9 12.1 10.6

<표 4> 일본 흡연율 통계, JT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통계자료, 2011.8

지향방향 / 요건 정서적 측면 기능적 측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해결

국민적 공감대 형성

-흡연모습 차단을 통한 부정

적 이미지 감소

-비흡연자의 흡연충동 및 모

방심리 차단

-외부와의 철저한 독립과

불투명 소재 적용

-적절한 위치선정 및 구조

-미성년자 출입 통제 장치

적용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의식 전환

-흡연 매너 캠페인 병행

-흡연자의 참여를 통한 자발

적 캠페인 장려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

는 형태, 소재 적용

-주변 시설과의 조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구축

-거리흡연의 벌금 부과에 대

한 명분 마련

-흡연공간의 확대 설치와 이

중과세에 대한 부정적 의식

의 감소

-담배를 통한 세수를 흡연

환경개선 시설에 투자

-운영인력을 통한 고용창출

-흡연자를 위한 쾌적한 흡

연환경 제공

시민의 안전보장

-흡연공간 설치를 통한 담배

안전사고 문제 해결

-담배로 인한 2차 피해로 부

터의 보호

-소화, 안전시설 구축

-공기 여과 장치를 통한 배

출공기의 여과

거리환경 개선

-고질적인 담배꽁초 쓰레기와

오물 문제 해결

-담배연기 없는 거리

-관리인원 배치

-정기적인 담배꽁초 수거와

재활용 방안 마련

정보제공
-거리 시설물로서의 기능과

정보제공

-날씨, 시간, 이산화탄소 등

일반 보행자를 위한 정보

제공 장치마련

흡연율의 감소

-지정 흡연공간 이동에 따른

불편함 인지

-금연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전환

-금연장려를 위해 미디어,

사인물을 활용한 지속적인

간접 교육실시

<표 5> 독립형 흡연공간의 지향점과 요건

메이와쿠 문화27)이다. ‘국화의 칼’의 저자 루스 베네딕트

는 “일본인들은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민감하다”

고 했다. 남을 배려하고 자신은 절제하는 ‘수신(修身)문

화’다.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는 ‘메이와쿠 방지

조례’라 하여 남에게 현격히 폐를 끼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28)

일본의 미야모토 마사오 박사는 “빨간 신호등도 함께

건너면 무서 울게 없다”라고 일본의 집단주의를 한마디

로 표현했다. 이러한 일본인의 집단성이 치요다구의 어

린이 실명사고에 강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 시켰으며, 금

연 조례제정 및 건강증진법이라는 실정법과 맞물려 비흡

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와 문

화적 특성과 함께 독립형 흡연공간이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흡연자들도 공동의 이익과 질서에 반

하는 행동을 지양하고 흡연공간 사용을 위해 기꺼이 비

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4. 실외 독립형 흡연공간 설치 성과

앞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듯이, 일본의 경

우 국민건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정책뿐 아니라 법

을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함께 마련함과 동시에

담배를 통한 세수를 금연을 장려하는 부분에 투입하여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 독립된 흡연공간을 구성하여 혐연자의 간접흡연

을 차단하고 비 흡연가 및 학생, 청소년의 모방심리와

흡연 군중심리를 감소시켰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거리 흡연 벌금 부과에 대한 명분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중과세29)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감소

시켰다. 셋째, 독립형 흡연공간을 통해 보행흡연 및 길거

리 안전사고 감소, 담배로 인한 2차 피해와 손실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의 기능에 부합하고 있다. 길거리의 고

질적인 문제였던 담배꽁초로 인한 거리의 청결문제도 해

결했다. 마지막으로 흡연자와 혐연자의 권리존중과 지속

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2003년 48.3%였던 흡연율이 2011

년 33.7%(남자기준)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메이와쿠 :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폐, 귀찮음, 성가심

28) 김현기, 중앙일보, 2011. 3. 4

29) 흡연자들은 이미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

로, 담배로 인한 이중 벌금 부과에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4. 독립형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4.1. 흡연공간의 지향점 및 요건

20세기는 대중들이 갈등이 있어도 위에서 계획되고 지

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는 다르다.30) 국민들의 의

식이 다원화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연구역이나 금연

거리를 지정해 놓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명목상의

흡연구역의 설치와 그것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일방적

인 방법으로는 흡연자와 혐연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

고 상호간의 권리도 존중해 줄 수 없다. <표 5>는 독립

형 흡연공간이 지향해야할 방향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

해 흡연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서적 측면과 기능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4.2. 흡연공간의 공익성 유지

독립형 흡연공간은 공익성을 전제로 한 시설물 이다.

설치와 운영에는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필요한 비용

을 담배회사의 개입을 통해 해결할 경우 시설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 되어 혐연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지

못함은 물론 공익 시설로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낼

수가 없다.31)

30) 브랜드와 트랜드, Unitas BRAND Season 2, Vol 18, p.204

31) KT&G는 2003년부터 3년간 인기배우와 가수를 등장시켜 TV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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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나 서

울의 대학가에는 KT&G 로고가 세겨

진 휴지통이 담배 간접홍보를 하고

있어 혐연자들로부터 담배광고를 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32)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흡연공간의 질적인 환경

개선과 운영을 위해서는 재화의 창출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일본의 경우 이를 위해 기업광고(담배광고, 상품광

고)와 상업적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

대 형성 과정 없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흡연공간 설치

를 추진할 경우 비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권장해야할 정

부가 담배 회사의 간접광고(PPL)33)를 허용하여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을 앞선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이윤을 지향하기 보다는 시민

의 안녕, 행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

에, 개인의 차원을 넘어 모두의 삶의 질을 총체적인 입

장에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34)

따라서, 정부가 정당성과 신뢰를 얻고 흡연공간을 당

초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기 위해서는 담배회

사를 배제 하고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 및 별도 예

산의 투입을 통해 흡연공간을 제작, 설치, 운영을 하는

공익적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4.3. 흡연공간의 장소 정체성과 이미지 형성

장소 정체성은 장소의 물리적 입지조건과 시 공간적

맥락,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합의된 상징성을

디오용 기업광고에 323억원을 투자했다. 2006년 4월 광고자율심의

기구는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기업광고지만 KT&G를 홍보하

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담배선전광고라는 이유에서였다. 2007년 2

월 법원은 KT&G는 기업광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찬정기자, MBC NEWS, 2007년 2월 7일)

32) 연합뉴스, 2013. 4. 23(사진출처 : 한국금연연구소, 2010.7.19)

33) 간접광고(PPL)은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협찬업

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노출시켜 무의식중에 관객들에

게 홍보하는 일종의 광고마케팅 전략을 일컫는다.

34) 권영걸, 시대의 화두-공공디자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

회논문집 제10권 2호 통권17호, 2008, p.12

내포하면서도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차별화 통

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장소는 그 장소를 경험하

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

들어지는 장소적 특성을 ‘장소의 정체성’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35)

국민들에게 독립형 흡연공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공

감대 형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장소로서의 사회적 합의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

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가

연구한 장소 정체성과 이미지 형성을 위해 필요한 물리

적 요소, 인간 활동, 의미36)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였다.

(1) 물리적 요소

물리적 요소는 주변의 환경과 규정, 설치조건, 흡연공

간의 디자인적 고려사항과 시설물을 형성하는 제반 요소

를 포함한다. 실외 독립형 흡연공간은 공공성을 가진 시

설물인 만큼 주변과 조화 되어야 하며 거리 시설물로서

의 다양한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37)

<그림 4>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7가지 원칙-서울시사례

독립형 흡연공간은 보행자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호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규정에 맞는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리 시설물 설치 최소공

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내소, 가판대 등은 도로폭이

4M이상인 장소에만 설치 가능하며, 모든 시설물은 보도

폭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벤치, 공중전

화, 가판대 등의 시설물은 장애물 구역내에 설치 되어야

하고, 보행 안전구역은 최소한 1.5M(권장2M) 이상 확보

되어야 하며, 평탄성을 유지해야 한다. 버스 정류장 옆에

설치할 경우에는 승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이

35) 전미화,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통권 87호, 2011, pp.1-2

36)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2판, 논형, 서울, 2005, p.25

37)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Part 5, p.131

<그림 2> 현재 고속도로에는 KT&G에서 무상으로 제작, 설치한 흡연부

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흡연부스의 외부에는 KT&G의 CI가 적용되어 있

다. 내부에는 KT&G의 CI와 함께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KT&G가 지원하

는 흡연 공간 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간접광고 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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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내용

거리 공공시설물 공간확보 규정으로

건물과 시설물 구역의 사이는 2M를 권

장하고 있으며, 최소 1.5M이상 확보 되

어야 한다.

시각 파례 요소 제한 규정으로

승하차 방해를 막는 버스 정류장 부근의

시설물은 제한 하고 있다.

공공 시설물 설치허가 구역인 장애물 구

역으로 일반적으로 도로(자전거도로)와

가로수 사이의 공간을 장애물 구역으로

지정하며, 장애물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단계 구조명칭 역할

1 향균필터 -큰 먼지를 제거하며 각종 세균을 제거

2 이온샤워부
-향균 필터를 통과한 각종 미세한 먼지, 담배연기 등에

이온샤워를 시켜 ⊕로 대전

3 전기집진부
-전기집진판은 ⊖전기를 지니고 있어서, 이온샤워 과정

을 거친 ⊕성질의 각종 오염물질을 집진판에 흡착

4 활성탄필터 -유해가스와 타르, 니코틴 냄새를 제거

5 음이온발생기 -음이온을 흡연부스 내에 배출

6 제전장치
-실내에 남아있는 미세 먼지를 전기적으로 중성화 시켜

인체, 가구 등의 오염을 방지함

7 UV램프 -공기중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

8 O2 -산소발생기와 연동하여 산소 공급

타입 장점 단점 적합 장소

상, 하 개방형

(시선차단)

-자연순화 방식으로 환

기 설비가 들어가지않아

유지비가 절감됨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

편함

-보안에 취약함

(청소년 출입문제)

-담배 연기의 완전한 차

단에 한계가 있음

-공원

-이면도로

밀폐형

(출입도어설치)

-냉, 난방이 가능하며 쾌

적한 공간 구성 가능

-외부와 차단되어 흡연

자 및 혐연자를 보호하

며 출입 통제 가능

-냉, 난방으로 인한 운

영비용 및 유지, 관리비

용이 발생됨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

을 위한 별도 인원이

필요

-도심의 보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

한 장소

소형

(4-5인)

-제작비가 절감됨

-이동, 설치, 이설이 간

편하며 협소한 공간에

설치 가능

-내부 공간의 협소로 인

해 쾌적성이 떨어짐

-인원 수용의 한계

-집기, 의자 등을 설치

할수 없음

-보도폭 3M 이

하 보도

중, 대형

(10-15인)

-여러 사람의 수용

-공간이 넓어 쾌적함

-집기,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제작, 설치비가 높음

-설치위치 및 지형에 능

동적이지 못함

-보도 3M 이

상 보도

-16M2 이상

확보가능

도심

<표 8> 흡연공간의 타입별 장, 단점 및 적용 적합 장소

격 시켜 설치 하여야 한다. <표 6>은 거리시설물 설치

최소공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공공시설물 설치 최소공간 및 제한요소-서울시사례38)

서울시 도로변에 설치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시

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을 기준하고 있다. 텍스트는

‘남산체’를 적용하며, 칼라는 기와 진회색을 적용하여 일

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금속구조물에 서울시 색채적

용 매뉴얼을 기준으로 주변 공공시설물과 조화되도록 구

성해야 한다.

서울시의 색채지침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안정감 있

는 색채를 권장하고 있다. 자극적인 원색계열의 색채사

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저명도, 저

채도의 색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지자체 고유 색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채

계획을 유도한다. 색새 수에 있어서 1-3가지 정도로 절

제하고 고채도 색의 경우 강조할 부분의 포인트 색으로

만 허용하고 있다.39)

독립형 흡연공간은 흡연모습의 시선차단과 더불어 간

접흡연으로부터 혐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

다. 일반적인 배풍 시스템은 바람의 방향과 주변 상황에

따라 외부사람들을 간접 흡연에 노출 시킬 수 있다. 흡

연으로 발생된 흡연공간 내부의 담배연기 여과와 담배연

기의 배출,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전기집진기를 설치하

여 쾌적한 환경을 구성 해야 한다. 전기집진기는 여러

단계의 먼지제거 및 향균, 제전장치를 통해 실내 흡연자

는 물론 외부 비흡연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다. 전기집

진기의 여과 단계 및 기능을 <표 7>에 정리 하였다.

38)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Part.5

39)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p.29

<표 7> 전기집진시스템 단계 및 기능40)

독립형 흡연공간은 ‘담배를 피우는 곳’이라는 단순 개

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흡연자의 담배 피울 권리와 비

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는 장소 관계성을 형성하고 사

용자의 장소 경험에 따라 장소이미지를 형성해야한다.

(2) 활동

활동은 장소를 이용하고 장소이미지를 구조화하는 주

체가 장소에서 행하는 일체의 활동이다.41) 흡연공간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측면과 아울러 환경개선과 권리

존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금연구역으

로 지정된 곳이나 앞으로 지정될 장소는 면적, 환경, 주

변상황이 같을 수 없으므로 설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표 8>은 디자인타

입을 설정하기 위해 형태와 규모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

이다.

40) www.smokingbooth.co.kr

41) 전미화,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통권 87호, 201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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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토 타마 가미 디자인
For-rest Park, 우수상

미츠이 티자인 테크
COI 히라카와 빌딩 새로 공간, 우수상

야마모토 타카시
H-ORANGE, 우수상

Hako Design, 카미야마 카와 준이치
Kao Corporation Head Office, 우수상

요시다, 다케나카 코무 텐
제안서 부문 가작

야마다 화타나베 히로 미치, 마에바
공과대학, 제안서부문 가작

모리아 타카히로, Moriya works
제안서부문 가작

야마모토, 일건설계
제안서부문 가작

<표 9> 일본 흡연공간 공모전 당선작

일본의 경우 쾌적한 분연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06년

부터 ‘Smoker style Competition’이라는 흡연공간 작품

공모전을 실시 함으로서 흡연자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

어야할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흡연자 및 비 흡연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 시키고 있다. <표 9>를 통해 2010년 흡연공간 공

모전에 당선된 작품사례를 정리 하였다.42)

공공디자인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적용되는 디자인

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 및

개선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모활동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은 흡연문화의 선진화와

국민권리 보장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흡연공간은 친환경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장소로서의

개념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활동을 통해 시설물로서

의 사회공헌 및 공익적 활동을 창출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고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쓰레기이다. 그러나, 흡연부

스에서 담배 꽁초를 수거하여 천연 살충제를 제조하여

42) 작품출처 : www.shinkenchiku.net(2010년 작품)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의 재

활용이라는 두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미국 화확회지인 Industrial & Enginnering Chemistry

Researcd에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43) Cedric Briens 연구

팀은 담배잎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인 니코틴을 이용하여

천연 살충제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44) 실제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표선과수원에서는 담배와 물을 섞어

서 해충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45)

다음으로 담배 필터를 활용하여 섬유를 만들고 옷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담배꽁초는 아세테이

트 섬유(acetate)46)로 만들어 지는데 유해 물질과 냄새를

제거한 후 섬유로 만들어 낸다. 티셔츠 한 장당 필터

1,200개가 들어간다.47)

앞에 언급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흡

연공간에서 담배 꽁초를 수거해야 하고, 운송을 통해 분

리작업을 해야 하므로 쓰레기로 여겨지던 담배꽁초로 인

한 시설과 고용이 창출 될 수 있으며, 재활용을 통한 친

43) Michael Bernstein,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1.08.03, Contact

: m_bernstein@acs.org, 202-872-6042

44) 진공 상태에서 담배 잎을 5초 동안 500도씨에서 가열하면 정제되

지 않은 바이오-오일이 43.4% 수득률로 만들어 진다. 과학자들은

담배 잎에서 만들어진 바이오 오일을 11개의 다른 곰팡이, 4개의

박테리아, 콜르라도 감자 갑충에 사용했다. 감자 갑충은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살충제에 내성이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 오일은 모든

갑충을 죽였으며, 2종류의 박테리아와 1종류의 곰팡이 성장을 억제

했다.

45) 표선과수원(감귤농가), http://citrus.tistory.com, 2010.6.1

46) 아세틸셀룰로오스에서 생산되는 반합성 섬유. 감촉이 좋고 탄력이

있으며 가볍고 부드럽다.

47) KBS News, World News, 2011.11.12

<그림 5> 담배 꽁초(약1000개)를 수거하여 필터와 종이, 담배잎을 분

리한 후 담배잎 290g을 추출하여 물 1리터에 담배잎 10g의 비율로

12시간을 침전시켜 니코틴 액체 제조 후 천연 살충제로 활용한다.

<그림 6> KBS News에서 방영된 담배필터를 활용한 티셔츠 제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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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물리적 요소

-형태,재질 : 지역의 디자인 가이드라인(7원칙) 준수

-색상 : 기와진회색 적용 (지역의 상징색 가이드라인)

-전기집진시스템 설치를 통한 흡연자 및 보행자 보호

활동

-흡연공간의 디자인 개발 (상 하 개방형, 밀폐형, 소형, 중 대형)

-흡연공간 공모전 시행을 통한 참여 유도

-담배꽁초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활동 시행

의미
-흡연공간 이라는 공공영역을 통해 흡연자와 혐연자, 정부와 시민

의 소통할 수 있는 의미 부여

<표 10> 장소 정체성과 이미지형성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환경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3) 의미

하버머스(Jurgen Harbermas)48)에 의하면 공공영역(Public

sphere)은 개인적 생활, 가족, 노동 등 친밀한 인간관계

가 이루어지는 사적영역(Private sphere)과 구분되는, 초

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행위와 의사소통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버마스는 공공영역을 국가(체계)와 시민사회

(사적영역)의 매개이자 통로로 간주했다. 공공영역은 함

께 살아가는 공간, 즉 삶의 공공성이 발현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49)

흡연공간이 가져야 하는 의미는 흡연이라는 개인의 습

관과 흡연권, 그것과 대립되는 비흡연자의 개인 혐연권

의 대립을 국가차원에서 공공영역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

와 개인의 소통적 의미를 가진다.

이상의 장소 정체성과 이미지형성을 중심으로 흡연공

간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국민 권리존중을 위한 독립형 흡

연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흡연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흡연자와

혐연자의 권리존중을 위해서는 독립된 흡연공간이 필요

하며,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독립형 흡연공간은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주변 환경 및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야 하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흡연이라

는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시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흡연자와 혐연자의 권리존중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

과 의식전환을 위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고, 흡연공간의 디

자인, 환경개선, 캠페인, 친환경 활동을 병행하여 국민적 관심

과 공감대를 통해 흡연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48)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년 6월 18일-)는 독일

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심리학자이며 언론인이다. 비판이론과

실증주의, 북미 실용주의 분야를 연구한 사회학자로 유명하다.

49) 조명래, 공공디자인 공공영역을 디자인하라, 2008, p.2

넷째, 흡연공간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차원에서 공공영

역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와 개인의 소통적 의미를 갖는

다. 따라서,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상

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비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길거리 간접흡연이나 담

배꽁초 문제를 흡연자의 의지나 도덕성 문제로만 취부

하여 형식적 흡연구역 조성과 범칙금 부과를 통해 흡연

을 제한하는 방법은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들에게도 만

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 본 연구는 흡연공간

이라는 독립된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혐연자가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권리를 존중받고 정부 정책에 대

해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소통, 건전

한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에 의의가 있다.

독립된 흡연공간은 국민건강, 권리존중, 흡연율감소, 쾌

적한 환경조성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흡연자와 혐연자간

의 화합과 소통, 사회공헌, 거리의 선진화 등의 간접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흡연공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설치 후 지속적인 환경개

선과 문제요소 해결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흡연

과 금연 문제는 사회, 문화, 정책, 세금, 개개인의 삶 등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설치에 따른 제원

마련, 흡연행태와 위치선정, 시설에 대한 디자인과 검증,

여론조사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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