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효과 (3)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의 사례
Effects of the Increase of Cigarette Price on Smoking
: Evidence from Foreign Countries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
과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F r a m e w o r 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각 국가로 하여금“담배소비의 감소라는
보건목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조세정책 및 적절한 경우에는 가격
정책을 시행(제6조2항의 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외국의 경험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담배가격 인상효
과를 논란으로 삼고 있는 국내 현실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보건 정책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기반으로(Evidence Based Public
Health) 추진되기 위해서도 외국의 담배가격 인상 경험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으
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의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의 연도별 추이를 살

1. 서 론

펴보고 담배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담배 소비량의 감소를 경험한 이들 국가들의 사
례를 소개한다. 또한 외국 문헌을 통하여 담배가격 탄력도를 추정한 결과를 고찰

정부는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담배가격이 흡연율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30일 국내에서 시판하고

인 증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국내 담배가격 인상이

있는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였다. 흡연율을 보다 큰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폭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올해 추가적으로 담배
가격을 500원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 담배가격과담배 소비량과의관계: 미국, 캐나다, 영국의사례

해 말 이루어진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금연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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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이 증가했고, 이는 곧 국내 흡연율의 감소로 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담배소비가 중독적인 특징

흡연율 저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에 대해서는 수요의 법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가해지고 있다.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담배가격 인상 경험은 수

담배가격 인상효과에 대한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의 법칙이 담배소비에도 역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다음에

흡연율 저하 목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담배가격을

서 제시된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가격이 인상된 시기에는 담

인상한 외국의 사례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배 소비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담배 가격이 하락된 시기에는 담배 소비량이 증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또한 많은 계량

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보다 자세

학적 연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담배가격 탄력도

히 고찰하기로 한다.

를 계측함으로써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
이라는 주장에 과학적인 증거를 더해 주고 있다. 실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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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사례

국의 평균 담배가격은 하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담배가격의 하락은 1993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미국의 담배 소비량을 1994년부터 1990년 말기

미국은 1964년 Surgeon General Report가 처음으로 담배의 피해에 대해 알

까지 더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연방 정부가

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금연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9년에 담

연방 담배세를 24센트에서 34센트로 인상시키고 각 주 정부도 활발하게 담배세를

배갑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1971년부터 TV와

인상시키자 담배 소비량은 또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변하게 되었다.

라디오 등 대중 매체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게 하는 등 일련의 금연정책을 시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림1. 미국의담배가격과담배 소비량 추이(1960~2001년)

1970년대 초기부터 실시한 이러한 다양한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미
국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 정부는 1951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30년의 기간 동안 담배세
를 계속적으로 8센트 부과하여 왔으며, 미국 내 각 주 정부도 1980년대 초반에 이
르기까지 담배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담배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담배가격을 하락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1〕
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실질 담배가격이 하락한 시기에
미국의 담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담배 소비량이 1970년대에 증가하
게 된 그 이유는 담배갑의 경고문구 표기와 TV와 라디오에서의 담배광고 금지에
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만큼 담배세를 인상하지 않아 실질

자료: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04) “Increasing the Federal Cigarette Tax
Reduces Smoking”www.tobaccofreekids.org/research/factsheets/pdf/0021.pdf

적으로 담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1980년대 초반 이후에 미국 정부는 일련의 담배가격 인상 정책을 실시하

2) 캐나다의 사례

였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의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미
국 연방 정부는 1950년대부터 8센트로 지속되어 오던 담배세를 1983년에 16센트

캐나다의 실질 담배가격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

로 두 배 인상하였다. 1991년과 1993년에는 20센트와 24센트로 각각 25%와 20%

이지 않았다. 담배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 담배 소비량도 큰 변

씩 인상하였으며, 2000년과 2002년에는 또 다시 34센트와 39센트로 각각 42%와

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캐나다의 담배가격 인상은 1980년대에 이르러 급격하게 이

15%씩 인상하였다.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주 정부도 1980년대에 들어와 활발

루어졌다. 1970년대에 30센트 수준에 머물던 평균 담배세가 캐나다 연방정부와 지

하게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때까지 10센트 부과하던 담배세를

방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함에 따라 1980년대에 이르러 46센트에 이르게 되었다.

1989년 35센트로 인상하였으며, 매사추세츠 주는 1993년에 26센트에서 51센트로,
미시건 주는 1994년에 25센트에서 75센트로 인상하였다.

1980~1984년 기간 동안 캐나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담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그 결과 실질 담배가격이 25% 인상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과

이러한 미국 정부의 담배세 인상 정책에 대응하여 필립 모리스사가 1993년 4월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캐나다의 실질 담배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연방정

말보로 가격을 갑당 25센트 하락시켰다. 말보로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미

부가 1989년과 1991년에 각각 담배세를 2센트와 3센트씩 인상하였고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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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방정부도 담배세를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 1994년 캐나다의 평균 담

그림2. 캐나다의담배가격과담배 소비량 추이(1949~1997년)

배세는 갑당 $2.96에 이르렀으며 이는 그 당시 미국 평균 담배세의 5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렇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캐나다 담배가격의 급속
한 상승과 더불어 캐나다 담배 소비량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그림 2〕
.
캐나다가 담배세를 인상함에 따라 캐나다의 담배가격은 미국 담배가격과 현격
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캐나다 인구의 많은 수가 미국과의 국경 부근에 거주하
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서는 밀수품에 대한 검문이 엄격하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미국의 담배가 캐나다로 밀수되어 들어갔
으며 이는 곧 캐나다의 조세수입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1994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담배 1보루당 $10.36에 달
하던 담배세를 $5.36로 인하하였다. 캐나다 정부가 담배세를 인하한 이유는 담배
가격을 낮춤으로써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유발된 담배 밀수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
다. 연방정부의 담배세 인하와 더불어 Quebec, New Brunswick,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지방 정부도 뒤따라 지방 정부의 담배세
를 인하하였다. 연방 정부는 이 5개 지방 정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담배세를 인

자료: Sweanor D. and Ken Kyle(2003) “Legislation and Applied Economics in the Pursuit
of Public Health: Canada,”in Tobacco Control Policy: Strategies Successes and
Setbacks, edited by de Beyer Joy and L. W. Brigden.

하시켰다. 이 결과 1996년 12월 31일 캐나다의 평균 담배세는 $1.97로 인하되었
다. 이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담배세를 인하하기 전인 1994년에 평균 담배세가 갑

3) 영국의 사례

당 $2.96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거의 $1에 가까운 담배세가 인하된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담배세 인하는 곧 담배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동안 꾸준

영국의 경우에서도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히 감소해 오던 담배 소비량은 1994년에 급등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예전과 같은

타났다. 영국의 담배가격은 197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감소 추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세를 인하한

이에 따라 담배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림 3〕
. 197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실

지방(Quebec, New Brunswick,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Nova

질 담배 가격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실질 담배

Scotia)은 담배세를 인하하지 않은 지방에 비해 더 높은 흡연율을 초래하게 되었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실질 담배가격의 하락은 곧 담배 소비량의

으며, 청소년의 흡연 시작 행위 비율이 더 높아지고 금연율은 더 낮아지게 되었다

증가를 가져왔다.

1)

고 한다 .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는 담배세 인하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담배를 시작

1977년과 1979년 사이의 급속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질 담배가격은 13%

하도록 유도하고 흡연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하락하였는데 이는 곧 담배 소비량을 10%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대

여 그 동안 감소해 오던 캐나다 흡연율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초반에 이루어진 담배가격의 급속한 증가는 담배 소비량의 빠른 감소를 가져왔다.

지적한다.

이렇게 증가하던 담배가격은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담배가격의 감소는 그 동안 꾸준히 감소해 오던 담배 소비량을 더 이상

1) Hamilton et al. (1997) “The effect of tobacco tax cuts on cigarette smoking in
Canada,”Canadian Medical Association, 156(2): 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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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국의담배가격과담배 소비량 추이(1972~1992년)

담배 소비량(혹은 흡연율)이 몇 % 감소하는가 나타내는 척도이다. 담배가격 탄력
도는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함에 따라 흡연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는지 미리
추정할 수 있게 하므로써 담배 가격 인상이 국민 보건 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담배가격 탄력
도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감소하게 될 담배 소비량의 규모를 미리 추정하게 하
여 정부로 하여금 담배세 부과에 따른 조세 수입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
록 한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를 미리 추정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담배가격 탄력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
서는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담배가격 탄력도를 추정한 연구 결과
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담배가격 탄력도 연구
자료: Townsend et al.(1994) “Cigarette smoking by economic group, sex, and age: effects
of price, income, and health publicity,”British Medical Journal 309; 923~927

개발도상국가는 흡연율이 높고 활발한 금연정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의 흡

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담배가격의 상승에 따라 그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

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등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이지 않던 담배 소비량이 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있다. 중국, 대만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측정된 담배가격 탄력도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

3. 담배가격효과에 대한 외국의 문헌고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료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앞서 살펴본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는 담배가격의 변화가 담배 소비량의 변

수행된 것과 같은 고도의 계량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담배가격 탄력도를 측정하지

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하지만 그래프를 통한 분석만을

는 못하였다. 대부분이 시계열 분석 방법을 통해 연도별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지고는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량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

연간 담배 소비량을 종속 변수로 하고 담배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담배가격 탄

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담배 소비량은 그 시기에 이루어진 담배가격 인상으로

력도를 추정하였다. 이들 나라에서 추정된 담배가격 탄력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인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과 더불어 행해진 많은 금연 정책들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담배가격

따라서 담배가격 이외에 담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담배가격 인

탄력도를 측정함으로써 높은 담배가격이 담배 소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상이 담배 소비량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적 연구에서는

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담배 소비도 역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

담배가격 탄력도를 계측한다. 담배가격 탄력도는 담배가격을 1% 인상함에 따라

로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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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발도상국가를대상으로측정한 담배 가격 탄력도
국 가

중국

기 간

1981~1993

1978~1992
대만

1966~1995

터키

1960~1988

브라질

1983~1994

파푸아뉴기니

1973~1986

남아프리카공화국

1970~1994

짐바브웨

1970~1996

가격 탄력도
0.656~0.803
(시계열 모형)
1.03~1.32
(담배중독모형)
0.987
0.5~0.7
2.7(수입담배)
0.21(단기)
0.37(장기)
0.8(장기)
0.11(단기)
1.42~1.00
0.59(단기)
0.68(장기)
0.85

연구자

개발 도상국가의 담배가격 탄력도가 선진국가의 담배가격 탄력도 보다 높다는
사실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가가선진국
가에 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소득이 낮은 사람들

Mao et al. (1997)

이 높은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경제원칙에 부합되며,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중독행위의 경제모형에도

Xu et al. (1998)
Hsieh and Hu (1997)
Tansel (1993)
Costa e Silva (1998)

부합된다. 둘째, 개발도상국가의 높은 흡연율과 담배 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효과적이며, 선진국보다 높은 담배가격 탄력도로 인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담배가격 인상은 그 효과가 선진국이 경험한 것보
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선진국에서의 담배가격 탄력도 연구

Chapman & Richardson (1990)
van der Merwe, R. (1998)
Maranvanyika, E. (1998).

자료: 1) Mao, Z. Z. and Xiang, J. L.(1997). Demand for cigarettes and factors affecting the
demand: a cross-sectional survey. Chinese Healthcare Industry Management, 5, 227~9.
자료: 2) Hu,T.W., Xu, X. P., and Keeler,T.(1998). Earmarked tobacco taxes: lessons
learned. In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Towards an Optimal Policy Mix.
자료: 3) Hsieh, C. R. and Hu, T. W.(1997). The Demand for Cigarettes in Taiwan:
Domestic versus The taxation of tobacco products, Imported Cigarettes. Discussion
Paper No. 9701.
자료: 4) Tansel,A.(1993). Cigarette demand, health scares and education in Turkey.
Applied Economics, 25(4), 521~9.
자료: 5) Costa e Silva, V. L.(1998). The Brazilian cigarette industry: Prospects for
consumption reduction. In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 Towards an
Optimal Policy Mix
자료: 6) Chapman, S. and Richardson, J.(1990). Tobacco excise and declining consumption:
The case of Papua New Guine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0(5), 537~40.
자료: 7) van der Merwe, R.(1998).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 in South Africa. In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 Towards an Optimal Policy Mix
자료: 8) Maranvanyika, E.(1998).The search for an optimal tobacco control policy in
Zimbabwe. In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 Towards an Optimal Policy Mix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담배가격 탄력도 연구 역시 담배소비가 수요의 법칙
에 따르며 높은 담배가격이 담배 소비량과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
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핀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들 국가에서의 담배가격
탄력도가 대개 0.25~0.5사이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풍부한 자료와 고도의 계량적인 기법을 이용하
여 개발 도상국가들이 추정하지 못했던 흡연행태와 관련된 많은 유용한 연구결과
들을 보여 주었다. 개발도상국가들이 담배가격 탄력도를 계측함에 있어 주로 국가
담배 소비량 자료를 이용한데 반대 선진국가들은 개인의 흡연행태를 조사한 자료
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었다. 선진국의 연구들이 제시
한 연구 결과들 중에서 주요한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연구 결과들은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 감소에 보다 큰 효
과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Lewit와 그의 동료들(1981, 1982)은 나이가 어
릴수록 높은 담배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10대 청소년의 담배가격 탄력도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담배가격 탄력도는 0.1~1.0의 범위에 속해

가 성인에 비해 3배 정도까지 크다고 보고하였다2). Chaloupka와 Grossman

있으며 대다수의 탄력도가 0.5~1.0범위에 속해 있다. 선진국가의 담배가격 탄력도
가 대개 0.25~0.5사이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개발 도상국가의 담배
가격 탄력도가 선진국가의 담배가격 탄력도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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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wit, E. M. and Coate,D.(1982).The potential for using excise taxes to reduce
smoking.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2), 121~45.
2) Lewit, E. M., Coate, D., and Grossman, M.(1981). The effects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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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은 청소년의 담배가격 탄력도를 1.31로 계측함으로써 일반 성인의 담배가
3)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최하위 사회경제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담배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6).

격 탄력도 0.25~0.5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이들 연구자들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높은 담배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

셋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의 인상은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행태를 유도

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짧은 기간

한다고 한다. Evans와 Farrelly(1998) 연구에 따르면 높은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

동안 흡연한 까닭으로 중독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보다 잘 반응할 수

는 주에 살고 있는 흡연자들이 길이가 더 긴 담배와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이 더

있다. 청소년이 흡연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또래 집단의 압력인데 이는 한 청소

많은 담배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담배세가 인상됨에 따

년이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흡연하지 않으면 곧 주변의 또래까지도 흡연하지 않도

라 흡연자들이 세금부과 대상인 일반 담배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말아 피우는

록 영향을 미쳐 가격인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또 다른

담배로 바꾸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유는 청소년의 가처분 소득 즉 용돈에서 담배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성인의 가

넷째, 선진국가의 연구들은 한 개인의 과거 담배 소비량이 현재 담배 소비량에

처분 소득에서 담배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가처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담배가 중독성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입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높은 재화일수록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증하였다. 이들은 또한 장기에서 담배가격 탄력도가 단기에서 보다 2배 정도 크다

마지막 이유는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보다 현재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중독행위의

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의 변화는 담배가격 인상 후 즉

경제 모형에 따르면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가격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각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

한다.

을 지적하였다. 이 사실은 담배가격 인상에 대하여 흡연자들은 천천히 반응하며

둘째, 선진국의 연구결과는 사회 계층별로 담배가격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며
특히 저소득계층과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 등 취약계층이 높은 담배가격에 보다 민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
을 지적해 주고 있다.

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CDC(1998)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과
흑인 집단이 백인 집단보다 높은 담배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

4. 결 론

여 주었다4). 또한 CDC의 연구는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의 가격 탄력도가 중위소득
이상의 사람들 보다 70%이상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Chaloupka (1991)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외국의 경험은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량과 흡연율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담배

감소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외국의 사례가 보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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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발휘하여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하는 행위가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청소년 담배 시작 행위의 감소는 곧 미래 성인 흡연자의 감소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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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흡연율이 보다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과 낮은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담배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국내 담배가격 인상이 취약 계층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으
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지적해 준다. 담배세가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사람들이
보다 쉽게 담배를 끊거나 줄임으로써 담배세 인상에 따른 역진성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연으로 인한 질병감소는 건강의
형평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담배소비 감소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3년 현재 56.3%로서 선진국의 수준인 20%
내외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또 그것이 의료비 증가와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우
리나라 정부는 흡연율 감소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흡연
율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 특히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담배 가
격 인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증거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 담배 가격 효과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과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 가격 탄력도 측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좋은 자
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샘플을 대
상으로 매년 흡연행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
한 자료를 기초로 국내 흡연행태를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가 매년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다이내믹한 특징을 보
이기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적 조사를 하는 패널 자료의 구
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널조사 자료는 흡연 시작 행위와 금연행위 등 다양한 흡
연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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