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10 억명에 이르는 담배로 인한 사망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를 바꿔 놓기 위해 회의
당사국들은 과세와 불법 거래에 대한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서울, 2012 년 11 월 9 일 – 시민사회 단체인 FCA 는 176 개의 당사국에게 담배의 세계적인
폐해와 맞서 싸우고 과세와 불법 거래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채택하기 위한 다음 주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한다.
제 5 차 담배규제조약 당사국 회의가 11 월 12 일-17 일 서울에서 열린다. 그들은 FCTC 의 담배
규제 방안들을-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 담배 광고를 금지시키는 것, 그리고 금연 구역을
만드는 것 등 -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정부들을 대표한다.
담배 소비는 20 세기에 1 억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 이상
금세기에는 10 억명의 희생자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OP5 당사국들은 담배 조세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정부가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담배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세금은 담배로 인한 죽음이나 상해를 감소시키고 그와 동시에
정부에게 매우 필요한,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사국들은 담배 업계의 압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담뱃세 인상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세금을 높일 수록 더 많은 밀수입을 낳을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했다.
FCA 디렉터 Laurent Huber 는“사실은, 한 나라의 부패 정도가 담배 조세율 보다 더 정확한 불법
거래의 척도이다.” 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과세와 가격: 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며…를 참조하세요.)

Huber 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흡연 유행을 통제하고 싶다면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 라고 덧붙였다.
FCTC 당사국들은 담배 제품 불법 거래에 관한 의정서의 초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합법적인 거래(허가, 기록 관리, 공동 서류 검토 회의, 추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며, 조사를 촉진시킬 것이다.

“수년 간의 토의 끝에 COP5 에서 드디어 이 의정서가 승인된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불법
담배 거래는 싸구려 담배 제품과 낮은 담뱃세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세계적인 담배의
유행을 조장하게 됩니다.” 라고 Huber 는 말하고 있다.
담배 제품 불법 거래에 관한 의정서는 FCTC 에서 40 개국의 비준을 받고 90 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다.
Huber 는 “FCTC 당사국들이 COP5 에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들의 능력 향상과 그들에
대한 담배 제품의 ‘감시 및 추적’의 기술적인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이
의정서의 채택은 한 발 나아간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FCTC 는 널리 인정받는 국제적인 정기 총회 중 하나가 되었다. FCTC 는 현재 176 개의 당사국이
있고 세계 인구의 약 90 퍼센트를 대표한다.
세계적인 동맹인 FCA 300 명 이상의 회원이 세계 는 100 개국 이상을 대표한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FCA Communications Manager Marty Logan, in Seoul;
Tel: 010.8659.3464; loganm@fctc.org; Skype: loganjourno.
www.fctc.org

If left unchecked, tobacco use will kill 8 million people a year by 2030, 70% of them in developing countries.
FCA is working to change this. We are more than 350 organisations from over 100 countries that support the
global control tobacco treaty,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See how you can
support our work at www.fct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