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을 중단하지는못하지만, 담배가격인상의 영향으로인해 흡연량을줄인경우

로 전체 가격탄력도에서 흡연 참여율에 해당하는 가격탄력도(Prevalence price

elasticity)를 제외한 부분(Quantity price elasticity)이 이에 해당한다. 세번째

는 흡연예방효과(Smoking prevention effect)인데, 이는흡연참여율을결정하

는 일 구성요소이기도하다. 특히, 흡연예방효과는 경제적 구매력이 낮은 청소년

층에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번에이루어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목표 중

의 하나가 청소년 흡연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평가지점이 될 수 있

다.2) 그러나 흡연 예방효과는‘미래에담배를 피울 사람이 특정 금연정책으로 인

해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량화시키기 힘든 문제가 있

다. 조사방법측면에서는전체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 무작위 표본추출조사와특

정 인구집단으로 패널을 구성한 추적관찰조사, 그리고시기별 담배소비량이나 판

매량등과 같은총량자료를분석하는방법등이있다. 총량자료분석은 자료의 취

득이 용이하고,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분석할 경우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정책과 흡연과의인과관계를밝히기 힘들다는단점이

있다. 무작위 표본추출조사는 특정 시점의 흡연율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흡연자 개인의 흡연 양태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패널 추적관찰조사는

특정시점의 흡연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의흡연 양태 변화와 그 동기

를 파악할수 있다는장점이있다.

이상과 같이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일면적인방법론으로는담배가격인상정책이흡연에 미친영향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며, 각각의 방법론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접근방식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본 연구는 담배가격 인상 전에 구축된 흡연자/비흡연자패널을 대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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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4년 12월에이루어진담배가격인상은 그 동안이

루어진 가격인상 중에서 인상 폭이 제일 클 뿐 아니라

흡연규제목적으로이루어진사실상최초의가격정책이

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성인 남성흡연과 향후 심각한 사

회적손실을초래할 수 있는청소년 흡연문제해결을위

한 지속적인대책마련이요구된다는점을감안할때, 금

번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효과 평가는 향후 금연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예상된다.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측면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흡연 참여율(Smoking

participation, prevalence)에미치는 영향인데, 주로기

존 흡연자 중에서 담배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흡연

을 중단하는 경우로 전체 담배의 가격탄력도(o v e r a l l

price elasticity)의 1/2~1/3이 여기에 해당하는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두 번째는 흡연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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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배가격인상이후의흡연행태변화

1)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담배가격 인상 전 조사에 참여한 흡연자의 연령 구성은 20대가 189명(27% ) ,

30대 221명(32%), 40대 184명(26%), 50대 106명(15% )이었다. 최종학력은중졸

이하인 경우가 20명(3%), 고졸 이하인 경우가 95명(14%), 대졸 이상인 경우가

5 8 5명(8 4% )이었으며, 월 소득은 9 5만원 미만이 2%, 9 5~1 9 5만원이 7% ,

195~295만원이 19%, 295~395만원이 22%, 395~495만원이 20%, 495만원 이

상이29%로구성되어있었다. 

주로피우는담배상품은‘더원’이 17%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으며, ‘디스

플러스’가 15%, ‘디스’가 14%, ‘에쎄’가 13%, ‘레종’이 11%, ‘던힐 라이트’가

10% 순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195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의 경우에는‘디스’, ‘더

원’, ‘에쎄’, ‘디스 플러스’의 순이었으며, 295~395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경우에

는‘더 원’, ‘레종’, ‘디스’, ‘던힐 라이트’의 순이었다. 495만원 이상 소득계층은

‘더원’, ‘에쎄’, ‘던힐라이트’, ‘레종’의 순으로나타나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고

가담배의구성이늘어나는경향을관찰할수 있었다.

흡연자 개인별 흡연제품과흡연량으로산출한월 평균담배소비지출액의평균

은 49,198원이었다. 연령별로는20대가 40,874원, 30대가 49,655원, 40대가 56,117

원, 50대가 53,691원이었다. 연령이높아질수록 고가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낮아지

는데도 불구하고이들의 월 지출액이더 높은것은 젊은연령층에비해 흡연량이

더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95만원 미만이 월 평균

79,670원으로 가장 높은지출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95~395만원

미만소득계층이50,242원, 495만원이상소득계층이50,154원을지출하였다. 저소

득층의 월 지출액이 높은것은저가담배를피우는데도불구하고흡연량이 절대적

으로 많기 때문이며, 고소득층의월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가담배를 피우

는데서기인한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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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추적관찰조사결과로서앞서밝힌것처럼담배가격인상에따른흡연자/비흡

연자개인의흡연양태변화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졌다.

2. 연구방법

담배가격인상2주 전 시점에서전화설문조사를통해흡연자 700명과비흡연자

300명을 대상으로 추적관찰 대상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을대상으로 흡연력,

흡연제품명, 담배가격인상에대한태도, 교육수준, 소득수준등에대한조사를실

시하였다. 담배가격인상 후 1개월과 3개월 시점에서 흡연여부와 흡연량 및 흡연

제품변화, 흡연행태변화동기, 담배가격인상이 흡연행태변화에 미친영향등에

대해조사하였으며, 담배가격인상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의조사를 예정중이

다. 본조사는담배가격인상6개월후 조사까지예정되어있는데, 그이유는흡연

중단을 유도하는조치(담배가격인상, 니코틴대체요법, 금연상담등)의효과를다

룬 기존연구들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연 상태가 유지되어야‘흡연중단’으로

정의하고있기때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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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ncaster T, and Stead LF., “Self-help interventions for smoking cessation”,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Vol. 4, 2004.

그림1. 흡연자/비흡연자추적관찰조사의방법론

3) Silagy C, Lancaster T, Stead L, et al.,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for smoking

cessation”,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Vol. 4, 2004.



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20대와 30대에서영향을미칠것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4%, 54% 수준으로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특정

한 경향성을보이지않았다.

흡연 중단 혹은흡연량을 감소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68%의 응답자가 본인의

건강때문이라고대답했으며, 간접흡연등으로 주위사람에게피해를 입히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 수준이었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 수준이었다. 그러나이번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 중단 혹은 흡연량 감소의 계

기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본인의

흡연 양태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9%의 응답자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이번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자가 흡연을 중단

하거나흡연량을줄이고자하는인식을제고하는데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추

정된다. 연령대별로는젊은 연령층에서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 중단 혹은 흡

연량 감소의 계기가 되었고, 영향을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는것으로

나타나, 나이가많은계층에 비해 이번담배가격인상에 더 민감하게반응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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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비흡연자 및 금연자의 연령 구성은 20대가 81명(27%), 30대가 93명

(31%), 40대가 82명(27%), 50대가 44명(15% )이었으며, 월 소득은 95만원 미만

이 3명이었으며, 95~195만원미만이 28명, 195~295만원미만이 83명, 295~395

만원 미만이 83명, 395~495만원 미만이 47명, 495만원 이상이 56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300명중 과거에흡연을했던금연자는147명이었다.

2) 담배가격 인상 1개월 후 조사결과

담배가격 인상 전 조사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가격 인상 후의 흡연 양태를

조사한 결과, 흡연을 중단한 사람은 56명(8.3%), 흡연량을 줄인 사람은 189명

(27.8% )이었으며, 별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02명(59.2%), 흡연량이늘었

다고응답한사람은32명(4.7% )인 것으로나타났다. 담배가격인상전에는흡연을

하지 않았던 300명 중 담배가격 인상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게된 사람은 총 6명

(매일흡연자 4명, 가끔흡연자2명)이었다.

계속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량을 파악한 결과, 10개피 미만을 피우는 비율이

담배가격 인상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가격인상전 12%→가격인상 후

21%), 이같은경향은 모든연령대에걸쳐비슷한 경향을 보이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흡연제품을 변화한 흡연자는 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

대와 40대가각각9%, 11% 수준으로흡연제품을변화한것으로나타났다.

담배가격 인상 후에도 계속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의 41%가 흡연을 중단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31%가 흡연량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다. 흡연을중단하거나

줄일생각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 28%였다. 연령대별로는20대에서흡연을중단

하고싶다는비율이 46%로 나타나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 있으며, 흡연량을감

소하고싶다는비율은 50대가 38%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높은 계층에서흡연을 중단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나타났으

며, 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계층에서흡연량을줄이고 싶다고 응답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담배가격을추가로 인상할 경우, 본인의흡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는크게영향을 미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 23%였으며, 어느정도영향을미

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흡연을 하

고 있는흡연자의 50%가량이 추가로 담배가격을인상할 경우, 본인의흡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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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담배가격인상1개월시점에서의흡연양태변화

(단위: %, ’04년 흡연자대상)

항목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20대

30대

40대

50대

중졸이하

고졸

대재

대졸이상

95만원미만

95~195만원미만

195~295만원미만

295~395만원 미만

395~495만원미만

495만원이상

전체

구분 N (명)

679

187

212

173

107

21

94

76

488

13

49

130

154

134

199

흡연중단

8.3

9.6

5.7

8.7

10.3

9.5

10.6

10.5

7.4

7.7

10.2

10.8

5.8

13.4

4.5

27.8

29.4

33.0

23.7

21.6

23.8

22.3

34.2

28.1

15.4

24.5

33.9

26.6

23.9

29.2

59.2

55.0

57.1

63.7

63.5

61.9

61.7

47.4

60.5

69.2

57.1

51.5

61.7

59.7

61.8

4.7

5.9

4.2

4.1

4.7

4.8

5.3

7.9

4.1

7.7

8.2

3.9

5.8

3.0

4.5

흡연량감소 변화없음 흡연량증가



4. 결론및 고찰

’04년 흡연자 중 담배가격인상 3개월시점에서흡연을 중단한 비율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1개월 시점에서의 조사에 비해 흡연 중단 비율이 1.5% 늘

어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3개월시점의흡연중단자비율인9.7% 중에서1

개월시점조사에서도흡연중단상태였던‘3개월계속흡연중단자’비율은3.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최소한6개월 이상 계속 흡연 중단’상태를 지속할

비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04년 비흡연자중에서담배가격인상

3개월시점에서흡연을하고있는비율은2.3%인 것으로나타났다.

흡연을 중단하거나흡연량을줄인직접적인원인은본인의건강때문이라는응

답이 가장 많았지만, 담배가격인상이 이 같은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그효과는 담배가격 인상 3개월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격 인상 1개월 시점에서 흡연을 중단한 ’0 4년 흡연자 중에서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 3%였으며, 3개월시점에서새롭게 흡연을 중단한 흡연자의 4 3%가 그렇다고 응

답하였다.

담배가격인상후에도 계속흡연하고있는흡연자의상당수가흡연을 중단하거

나 흡연량을줄이고싶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비율은 1개월 시점과 3개월시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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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95~395만원 미만의 중간 소득계층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것으로나타났다.

3) 담배가격 인상 3개월 후 조사결과

’04년 흡연자중에서 담배가격인상후 1개월 시점에서계속흡연을하던사람

중 6.3%가새롭게흡연을중단했으며, 담배가격인상1개월시점에흡연을중단했

던 34명 중에서 흡연을 다시 시작한 비율은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흡

연을중단한 응답자의 43%가작년말의담배가격인상이 흡연중단의 계기가 되

었다고 응답했으며, 68%가 담배가격 인상에 크게 혹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고 응답하였다. 3개월 시점에서도계속 흡연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40%가‘앞으

로 담배를 끊고싶다’고 응답했으며, 30%는‘흡연량을줄이고싶다’고 응답해, 계

속 흡연자의 70% 가량이 흡연을 중단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비흡연자 중에서 담배가격 인상 1개월 시점에서 계속 비흡연 상태를 유

지하던 262명 중 4명이새롭게흡연을시작한것으로나타났으며, 1개월시점에서

흡연을새로시작했던2명도여전히흡연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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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담배가격인상의영향(신규금연자와흡연량감소자대상)

금연혹은흡연량감소이유

이번가격인상이흡연중단/

흡연량감소의계기가되었는가?

이번가격인상의영향정도

건강에해롭기때문에

주위권고때문에

경제적부담때문에

주위에피해를끼치기때문에

특별한이유없음

계기가되었다

계기가되지않았다

크게영향

어느정도영향

별 영향없음

전혀영향없음

비율( % )

68.70

10.20

2.90

15.90

2.90

68.20

31.80

16.33

52.24

20.41

11.02

표3 . 1개월후조사시, 계속흡연자의흡연양태변화

(단위: %, ’04년 흡연자대상)

전 체

흡연량변화

이번가격인상이흡연중단/

흡연량감소의계기가되었는가?

이번가격인상의영향정도

감소

동일

증가

계기가되었다

계기가되지않았다

영향(크게영향,

어느정도영향)

비영향(별영향,

전혀영향없음)

N (명)

592

148

360

47

111

74

119

66

3개월후 시점의흡연상태

매일흡연

88.2

81.8

98.3

100

67.6

62.2

63.0

69.7

5.6

18.2

1.7

0.0

18.0

9.5

16.0

12.1

6.3

0.0

0.0

0.0

14.4

28.4

21.0

18.2

가끔흡연 흡연중단



흡연자그룹의탈락률은각각11% 수준이었다. 향후, 탈락집단에대한표본조사를

통해 이들의 흡연상태와 특성을 추적관찰집단의 그것과비교함으로써본 조사의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연구기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담배가

격 인상이후 6개월시점까지의조사를마지막으로종료될 예정이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흡연 중단 성공’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며, 담배가격인

상 3개월시점에서흡연을중단한신규금연자를추적관찰할수 없다는문제가있

다. 따라서 담배가격인상 9개월, 12개월시점의 조사를 통해 흡연자의흡연 양태

변화를보다장기적으로추적관찰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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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각각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 흡연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인 담배가격 인상이 본인의 흡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한 결과, 1개

월 시점과3개월시점조사에서각각50% 가량이크게혹은어느정도영향을받

을 것이라고응답했다.

본 연구에서도출할수 있는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중단과 흡연량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나타나, 흡연감소를위한담배가격인상정책의효과성과타당성을확인할수

있었다.

둘째, 담배가격인상에도불구하고계속흡연상태에있는응답자의대부분이흡

연중단 혹은 흡연량 감소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반은 추가적인 담배가격 인

상이본인의 흡연행태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했다. 따라서추가적인담배가

격 인상의효용성을확인할수 있었다.

셋째, 시간경과에 따라 금연 실패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중단및 흡연량 감소효과도점차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본 연구에

서도 1개월 시점 조사에서 흡연을 중단했던 응답자의 29%가 3개월 시점에서는

다시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지속적인흡연감소를위해서는추

가적인담배가격인상과함께다양한흡연규제정책이계속될필요가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가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추적관찰조사에서

탈락한 집단에대한표본조사가필요하다. 3개월시점조사에서흡연자 그룹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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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담배가격인상이후의흡연양태변화(’0 4년흡연자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