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서 부문 보건복지부 흡연예방 캠페인

과제명 - 보건복지부 흡연 예방 캠페인

시장상황

- 청소년 흡연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 후 정체를 보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일수와 또래집단의 생활이 줄어들며 2020년 역대 최저 기록

- (2014년 9.2% → 2015년 7.8% → 2016년 6.3% → 2019년 6.7% → 2020년 4.4%)
- 전체 흡연자 99%가 26세 이전에 흡연 시작, 88%가 18세 이전에 흡연 시작, 

이 중 33~50%가 청소년기에 규칙적 흡연자로 발전함
- 따라서 기존과는 달리 2020년, 2021년 2년간 금연캠페인은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 예방이 핵심 정책 과제

임
- 새로운 흡연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입구조절(Input control) 정책으로 캠페인의 무게 중심 이동

타깃층/구매패턴 등 - Main Target: 중·고등학생 남녀 / Sub  Target: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남녀

제품 특징 / 
Line up/

주요 USP 등

- 크게 두가지의 축(흡연예방교육, 금연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
- 초,중,고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 수준에 따라 담배의 유해성, 흡연의 폐해, 대응방법 등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
되고 있음
- 사춘기의 학생들은 흡연예방/금연 교육을 지루한 컨텐츠거나 어른들의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금연/흡연예방 교육 대책이 절실함

마케팅 상황

- 담배회사는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의 맛을 향상시키는 등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신
제품개발과 마케팅활동을 꾸준히 진행중임
→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담배광고, 판촉행위 등 흡연 조장 환경을 근절할 수 있는 다각적인 흡연예

방 홍보 필요

기존 광고전략

<연도별 캠페인 슬로건 및 목적> 
* 2020년 : 비흡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비흡연 청소년 소신 있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화! /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 2021년 : 비흡연이 청소년 세대의 보편적이고 주류 문화임을 통해 비흡연을 강화하고 흡연집단을 비흡연으
로 동화.

또래사이에서 비흡연을 권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캠페인 /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해결과제

- 캠페인 목표 : 비흡연(노담) 문화와 계층의 강화, 확장
- 과제 : ①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를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② 성인 흡연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 과제 ①, ②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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