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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인상의 후생효과*1)

박환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parkhj@c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 소비자의 합리적 동태모형을 사용하여 한국담배산업의 수요구조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인상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 물음에 답할 것이다. 첫째, 담배는 가격과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둘째, 담배는 합리적인

소비행태에서도 중독성이 있는 것인가? 셋째, 담배가격이 인상될 때 소비자의 후생감소, 외부비용의

감소, 정부의 세수증대를 고려한 후생효과는 무엇인가? 특히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위해 본 연구는 한

국 담배산업의 수요구조와 담배가격인상의 후생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한국의 1990～2013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산업의 수요구조를 미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계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산업의 세율조정과 담배가격변화에 대한 후

생분석을 하고, 향후 담배산업의 수요구조와 조세정책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주제어 : 담배가격인상, 후생효과, 식습관성, 합리성, 탄력성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 동태모형을 사용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가격의 대폭적

인상이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특징은 모형내에서 소비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동태적으로 완전히 합

리적인 행동을 하며, 소비선택시 중독성 및 다른 보완관계의 음주소비도 고려하며, 중단기

및 장기적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흡연하는

사람들의 소비행위의 주요 특징을 찾아내어 담배수요의 결정요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의 인상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후생효과와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 논문접수(2015. 10. 07), ▷ 심사완료(2016. 02. 17), ▷ 게재확정(2016. 02. 29)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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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성인인구의 10명 중 1명 정도는 흡연으로 인해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5∼6년 내에 매년 약 1,000만명 정도가 사망

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담배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무인도에서 혼자 남아 담배를 피운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많은 사람

이 같이 사는 현실에서 흡연의 경우 사회적 외부비용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담배에 대하여 높은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재화

이므로 가격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충분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선

진국을 대상으로 한 100편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담배소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격과 소득

으로 밝히고 있으며, 나라마다 그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담배가격의 영향을 보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25∼-0.5 사이의 값을 보여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haloupka, et al. 2010). 한편 연구결과들은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지만 소득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담배소비에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소득탄력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는

가계지출에서 담배소비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보면 지방세로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세 및 부담금으로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로 구성되

어 있다. 2015년 1월 담배가격인상 직전 가장 많이 팔리던 2,500원짜리 담배제품의 경우 조

세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격 대비 62%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들

중에서 가격에 비해 조세비중이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성인남성 흡연율이 40.8%로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최병호ㆍ이근재, 2013). 2015년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인상된 후 담배세와

부담금의 비중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70%를 넘어 73.7%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

상보다는 적게 하락한 수치이지만 2015년말 흡연율이 35%로 하락하게 된다.

담배가격인상이 어느 정도의 흡연율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배소비량이나

흡연율의 하락이 예상보다 작으면 정부의 세수증대효과는 예상보다 커지게 된다. 2015년말

담배소비량이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3%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담배세수는

예상치 40%보다 훨씬 높은 6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담

배소비의 감소에 따른 소비자후생효과, 정부세수의 증가에 따른 후생효과, 이에 더해서 담배

소비감소에 따른 의료비지출과 같은 외부비용의 감소효과까지 모두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가격인상효과를 논하고, 담배수요

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인상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절에서 담배수요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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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2절에서 설정한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4절에서는 제3절의 분석결과를 토

대로 경제적 후생효과를 도출하고, 제5절에서는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제3절의 실증분석과 제4절의 후생분석에 초점과 비중을 두고자

한다.

Ⅱ. 한국 담배수요의 현황과 모형설정

2.1. 한국 담배수요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예를 들어 에쎄와 같은 담배를 기준으로 담배소비

세가 도입된 이후 담배가격변화와 담배에 대한 여러 세금의 부과현황을 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의 변화 (단위: 원)

구 분 1989.1 1994.1 1996.7 1997.5 1999.1 2001.1 2002.2 2002.8 2005.1 2008.1 2015.1

담배소비세 360 460 460 460 460 510 510 510 641 641 1,007

지방교육세 184 184 184 255 255 255 321 321 443

건강증진부담금 2 2 2 150 150 354 354 841

폐기물부담금 4 4 4 4 4 7 7 24

연초안정화기금 10 10 15 폐지

공익기금 20 폐지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100 118 136 182 227 227 409

제세부담금계 360 480 648 650 750 889 1,065 1,111 1,565 1,550 3,318

담배가격 600 900 1,000 1,100 1,100 1,300 1,500 2,000 2,500 2,500 4,500

표에서 보듯이 담배소비세가 약 5년 주기로 변화함에 따라 담배가격도 변화하여왔는데,

2005년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약 5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가격은 대폭적으로 1,000원 인

상 되었다. 2015년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이 2014년도(1,550원)에 비해 1,768원 추가

인상됨에 따라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대폭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실제 소비량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 국제통계연감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대학교) | IP: 142.150.***.39 | Accessed 2018/11/24 11:21(KST)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54

의 1인당 연간 담배소비량(개비, g)을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1990년에 3,121개비(1개

비 1g), 1995년 3,276개비, 2,000년에 2,919개비, 2005년 2,116개비, 2012년 2,104개비, 2013년

2,100개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의 대폭적 담배가격인상은 담배

소비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켰다. 이후 약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다가 다시 정체 내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2015년 대폭적인 담배가격인상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1인당 연간 담배소비량 (단위: g)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한편 OECD회원국을 대상(2010년기준)으로 담배 1갑당 가격과 15세이상 남성의 흡연율의

관계를 보면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담배가격은 가장 값싼 반면 남성

흡연율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까지 흡연율 40.8%로 꾸준히 유지되

다가 2015년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80% 인상됨에 따라 5.8%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하

였다. 이는 당초 예상한 하락률 8%포인트보다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로 흡연율의 감소

효과는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증대효과는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5년

말 담배판매량은 예상한 35%보다 적은 23% 감소하였고, 정부의 세수는 예상한 40%대보다

더 큰 63.9%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연구를 진일

보시켜 개인들의 행태가 완전히 합리적인 동태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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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과 OECD회원국의 담배 1갑당 가격과 흡연율의 관계

2.2. 모형설정

담배소비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들은 연간 시계열 담배소비량을 사용하여 소득

등의 통제변수를 모형화한 후 담배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하고 있다. 국내의 연

구들을 분석대상과 분석기간에 따라 분류해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담배수요를 추정하거나

(김성준, 2002; 김원년ㆍ김양중, 2005; 성명재, 2009; 강동관, 2008, 2009; 모수원, 2003; 모수

원ㆍ전영삼ㆍ김창범, 2003), 전체와 흡연자로 구분하여 추정하거나(김원년ㆍ서정하ㆍ김양중,

2006),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추정하거나(정우진, 2008),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있다(안종석, 1996; 전승훈, 2010, 2013).

담배수요를 추정할 때 담배가격과 함께 중요한 변수는 소득인데, 소득과 담배수요와의 관

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득증가에 따라 구매력이 높아져서 담배소비가 증가되는

정(+)의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건강한 삶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오히려 담배소

비가 감소될 유인도 존재한다. WHO(2011)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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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중간 및 고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증가로 담배수

요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담배가격의 인상효과가 예상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보

다 장기적으로 타당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내에서 소비자의 행동이 동태적으로도 합

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합리적인 동태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담배기

호(taste)의 형성이 내생적이며, 담배기호가 과거와 현재의 담배소비행태, 미래의 예상소비행

태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흡연자 혹은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

친다고 가정한다. 모형이 흡연자들의 생애동안의 예산제약과 일관되기 위해 합리성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미래의 자신의 기호가 형성되는 내생적 과정을 인식할 만큼 합

리적이라고 가정한다(Blundell, 1998; Becker, Grossman, Murphy, 1994; Becker and

Murphy, 1998). 흔히 동태적으로 수요구조를 분석할 때 과거의 행동오차를 수정해나가는 형

태의 ‘오차수정모형’ 또는 ‘적응적 동태모형’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모형은 소비

자가 근시안적이어서 현재의 소비행위가 미래의 자신의 선호 혹은 기호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완전한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최병호ㆍ

이근재, 2015).

본 모형에서는 완전히 합리적인 소비자라는 가정 하에서 두 재화를 소비한다. 하나는 재

화 (담배의 현재소비), 다른 하나는   (담배의 과거소비)이며, 시점 에서의 다른 모든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액은  , 담배의 소비자가격은 라고 가정한다. 또한 소비자는 무한히

살며, 생애 전체 동안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즉,

 
  

∞

         (1)

s.t. 
  

∞

      

   

위 (1)식의 제약조건식 중 첫 번째 식은 부의 현재가치를, 두 번째 식은 초기의 담배소비

를 말한다. 따라서 는 부의 현재가치를, 는 로서 할인율을, 은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문제의 제1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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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단,  : 의 에 관한 편미분,   : 의     각각에 관한 편미분,

 : 라그랑지 승수)

위의 (2)식은 다른 모든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한계효용은 부의 한계효용 와 같

다는 것을 의미하며, (3)식은 담배의 현재소비의 한계효용()과 담배의 과거소비의 한계효

용()의 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부의 한계효용()의 시장가치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이 가능하도록 단순화하기 위해 효용함수를 와 에 관해 이차곡선의 형태(quadratic

form)라고 가정하자. 이때 (2)식을 (3)식에 대입하여 에 관해 정리하면 (4)식을 얻는다.

       (4)

위의 (4)식이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 사용할 기본적인 담배수요의 구조방정식이다. 담배

의 과거소비가 현재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에 요약될 수 있는데, 이 효과가 담배의 미래소

비가 담배의 현재소비행태에 미치는 효과()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4)식의 구조방정식이 하나의 제약조건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식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상태에 있을 경우 모든 기의 소비증가율이 동일하므로 장기적 담배

수요분석을 위해 다음 (5)식과 같은 제약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ln  ∆ln    ∆ln    (5)

위의 (5)식은 장기적 정상상태에서 모든 기의 담배소비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합리적 동태모형을 통해 장기적 담배수요반응을 예측할 때 (5)식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Ⅲ. 실증분석

3.1. 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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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존문헌에서는 담배판매량과 판매액을 구하여 담배 판매가격을 간접적으로 유

추하고, 국내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소비자의 소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국제통계연감의 1990～2013년까지의 담배의 소매가격지수와 소비량을 직접 사용하고,

소비자들의 소득변수로서 1인당 국민소득과 개인가처분소득을 사용한다. 2000년 이후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가치가 증가하여 담배의 소비지출액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그림

3>). <표 2>는 실증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정의와 출처, 단위를 나태내고 <표 3>은 표본

으로 사용된 담배소비량과 국민소득, 담배소비자가격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연간 월평균 담배소비지출액 (단위: 원)

<표 2> 변수의 정의․출처․단위

변수 정의 출처 단위

 1인당 담배소비량 국제통계연감 g

 담배 소비자 가격 통계청 가격지수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은행 원

<표 3> 표본자료의 요약

종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담배소비량 g 2,721.26 453.97 2,104 3,388

1인당 국민소득 만원 1,441.96 652.20 446 2,559

담배 소비자가격 % 69.58 26.86 32.9 103.2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대학교) | IP: 142.150.***.39 | Accessed 2018/11/24 11:21(KST)



담배가격인상의 후생효과

59

3.2. 추정방법 논의

재화의 수요모형을 설정하는 일은 정책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여러 탄력성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흔히 우리가 수요를 추정할 때 오차항()과 상수항()을 더

하고 시간변수()를 추가하기도 한다. 이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될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6)

(6)식에서 상수항은 큰 의미없이 초기값의 역할을 하고, 시간변수는 수요의 시간적 추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간변수를 통하여 추세변동과 같은 구조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1) 이

에 더해서 어떤 연도에 담배세의 인상으로 가격에 충격이 발생하므로 가격충격의 더미변수

(D)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알코올 음주소비량(Z)을 추가한다. 더미변수는 담배가

격인상이 있었던 1999년, 2000년, 2002년, 2005년에 1의 값을 가져 구조변동을 가져올 수 있

으며, 알코올 음주소비량은 일종의 흡연문화와 관련된 변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추세에 대하여 인구수(N)를 넣어 인구변동의 소비효과를 고려한다. 즉,

       ⋯   (7)

수요모형의 실증분석을 할 때 다음 세 가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첫째, (7)식을 추정할 때 미래소비의 예상치(  )는 소비량 자료를 1기씩 선행시켜서

추정을 한다. 이때 할인율 의 값을 0.9～0.95로 제약을 부과한다. 그 이유는  은 이

자율 10%에 해당하고,  는 이자율 5%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 소비자의 시간선호

율이 그 사이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실증분석모형은 통상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둘째, (7)식에서 모든 변수를 차

분형태로 변환한 후 그 추정결과를 통상최소자승법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셋째, (7)식을

추정할 때 미래변수에 대한 매개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사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과 세

1) 선택된 표본 속에서는 여러 표본기간을 잡아 추세변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

았지만, 표본기간에 대하여 시간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시간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대학교) | IP: 142.150.***.39 | Accessed 2018/11/24 11:21(KST)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60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3.3. 추정결과

우선 결론적으로 모형의 추정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7)식을 추정할

때 과거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내생변수로 취급하였다. <표 4>의 과거와 미래의 담배가격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다른 설명변수, 즉 현재 담배가격, 담배의 과거소비 및 미래소비와 함

께 추정한 결과는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와 거의 동일하여서 통상최소자승법의 결

과를 표에 보고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을 보면, 통상최소자승법의 결과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담배의 과거소비

와 미래소비가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2291과 0.241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값을 보여준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의 담배소비가 현재의 담배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담배가격이 담배의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0.5528로서 절대값 1 보다 작은 음

(-)의 값이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담배

가격이 10% 상승하면 1인당 담배소비는 약 5.528%하락함을 보여준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가격탄력성을 –0.25∼-0.7사이 값으로 추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값은 합리적인 추정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담배의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0.2911로서 1보다 작은 양(+)의 값을 보여

주고 있지만,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른 많은 선행연구들

에서도 소득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영·나성린(2007)은 담배

총량 및 국산담배 판매량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수요를 추정한 결과 실질소득의 계

수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값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원년·김양중·강현구(2007)가 1980년부

터 2005년까지의 총량시계열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1인당 담배소비와 1인당 국내총생산

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며, 또한 19세 이상의 1인당 담배소비와도 비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담배가격이 상당히 낮은 탓에 이미 충분한 량의 담배가 소비되고

있음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흡연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거나 약간 증가하는 정

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증가가 오히려

금연을 유발하여 담배수요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금연구역의 설정이나 공공장소 등 특정 공간에서의 금연 등

과 같은 비가격규제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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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 담배수요의 실증분석결과

설명변수
최소자승법(OLS)

(i) 추정계수 (ii) 표준오차(t-값) (iii) p-값


-0.5528** -0.1599 0.0038

(-3.46)

  

0.2291* 0.1046 0.0459

(2.19)

  

0.2411* 0.1101 0.0459

(2.19)


0.2911 0.3042 0.3548

(0.96)

인구수
1.6139 2.0053 0.4344

(0.80)


-0.1196* -0.0528 0.0400

(-2.26)

음주소비량
0.1341 0.4836 0.7856

(0.28)

  0.9512

주) 1. 할인율   로 제약을 부과한 경우와   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어,   이외의 다른 할인율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음

2.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한편 어떤 해의 조세인상정책이 구조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를 보면 1999년, 2000년, 2002년, 2005년 중에서 2005년 1월 담배세의 대폭인상

과 관련된 더미변수 D1=2005의 계수값만 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추정계수값은 -0.1196로 추정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워낙 큰 가격인상 때문에 중독성효과

가 조세인상효과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령 중독성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조

세인상으로 인한 가격효과의 계수값이 중독성 계수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중

독성 효과를 압도하여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더미변수들

로서 1999년 1월의 가격인상효과는 실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 1월과 2002년

2월의 조세인상효과는 중독성효과로 인해 상쇄되어 담배소비량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담배수요는 담배가격에 반대로 작용하며 그 민감도가

상당한 정도로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담배는 정상재인 동시에 필수재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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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담배수요가 증가하며, 그 반응정도가 비탄력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는 소비자가 합리적이라면 식습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는 전연도와 다음연도가 관련되어 있는 동태모형이므로 중단기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긴 장기적인 담배수요구조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소

자승법의 추정결과를 기초로 해서 (5)식을 이용하여 장기탄력성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 결

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중단기분석에 의한 가격탄력성과

장기분석에 의한 가격탄력성의 값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담배수요가 중단기적으로는

담배가격에 비탄력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담배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소득탄력성의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담배수요가 소득에 양(+)의 방향으로 반응하면서 민감

도가 매우 낮아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담배수요는 소득에 양(+)의 방향으

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비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중단기적 민감도보다는 훨씬 탄력적으로 반

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담배는 장기적으로 가격에 민감하며,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

탄력적이지만 중단기분석의 결과보다는 훨씬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담배수요의 장기 탄력성

장기 탄력성 추정계수 표준오차((t-값) p-값

담배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 -1.0434*
-0.3921

(-2.66)
0.0186

담배수요의 장기 소득탄력성 0.5495
0.5500

(1.00)
0.3079

주)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3.4. 흡연의 외부비용

흡연에 따른 외부불경제 혹은 외부비용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과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병원비용을 타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소득증가로 인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짐에 따라 건강한 삶의 가치는 증가하며, 이에 따라

흡연자의 건강이 악화될 때 의료수가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소

득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의 외부비용은 증가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세를 결정함

에 있어서 소득증가에 따른 외부비용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증가에 따라 흡

연의 외부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확히 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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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인당 실질소득과 흡연관련질병(폐암 등)의 의료비지출과의 관계를 추정하여

이를 소득증가에 따른 외부비용증가의 대리변수로 이용한다. 즉 1인당 실질소득이 요인변수

로 작용하는 의료비지출모형의 추정을 통해 의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구하고 이를 소득증

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의 기회비용 변화로 해석한다. 의료비지출의 소득탄력성

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한다.

     (8)

종속변수 는 1인당 실질의료비지출이며, 설명변수 는 의료병원서비스 가격지수이며,

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을 의미한다.

3.5. 추정결과

의료비지출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추정방법은 담배수요함수 추정방

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의료비가격지수의 계수추정치는 -0.01363으로 음(-)의

값이어서 이론적 예상과 일치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에서 가장 중요

한 변수인 1인당 실질소득의 계수추정치는 0.661163이고,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의료서비스가 필수재임을 보여준다. 의료비지출의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0.661163이라는 것은 소득이 10% 증가하면 의료비지출이 약 6.61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 값을 흡연으로 인한 외부효과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소득에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곱하면 소득증가에 따른 흡연의 외부비용증가의 대리변수역할을 할 수

있다.

<표 7> 한국 의료비지출모형의 실증분석결과

설명변수
OLS

(i) 추정계수 (ii) 표준오차(t-값) (iii) p-값


-0.01363 -0.0730 0.8539

(-0.19)


0.661163** 0.08963 0.0001

(7.38)

  0.9999

주)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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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조정에 의한 후생분석

담배수요에 대하여 담배의 세율이 낮은지 높은지에 관한 열띤 논쟁이 있어 왔다. 세율을

대폭 높이자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주로 담배의 지나친 소비가 직장에서의 생산성

을 떨어뜨리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비용이 증가하는 부정적 외부성을 높인다는 것

이다. 즉, 담배의 세율을 높임으로써 담배의 소비가 감소하면 비록 소비가 조금 줄지만, 정

부의 세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외부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반박하는 논리도 있다. 담배소비자들 중에는 흡연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 담배소비를 통해 사교성을 높여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

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담배세를 부과하면 두 그룹 모두에게 벌을 주는 것이어서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담배를 소비하는 그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빨리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세

금은 많이 내고 의료보험의 혜택은 정작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부

담할 의료보험액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까지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현행 담배

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켜 2,500원 담배 한 갑 기준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

르고,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은 현재 354원에서 841

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르고 부가가치세도 227원에서 409원으로 인상된다(<표 8>참조). 이에

추가하여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담배산업에서의 후생변화를 추정해 보고

자 한다.

<표 8> 담배가격의 구조 (단위: 원)

구분 총계

제세부담금

원가이윤
소계

지방세 국세 및 부담금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종 전 2,500 1,550 641 321 354 7 ― 227 950

인상후 4,500 3,318 1,007 443 841 24 594 409 1,182

인상액

(인상율)

2,000

(80.0)

1,768

(114.1)

366

(57.1)

122

(38.0)

487

(137.6)

17

(242.9)

594

(신설)

182

(80.2)

232

(24.4)

이론적으로 누가 세율조정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는 가격탄력성에 좌우된다. 가격상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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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력적인 그룹이 소비자라면 거의 모든 세금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대표적 소비자의 효

용극대화모형을 가정하고 담배의 소비자가격()을 출고가격(
 )에 담배세()을 포함한 가

격으로 나타내면 (9)식과 같다.

 
  (9)

현실경제에서처럼 담배세가 종가세 형태의 세율()로 부과된다면 담배세는 담배세율과

다음 관계를 가진다.

  


(10)

이제 세율의 상승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에서  
  

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단,

상첨자 0과 1은 각각 세율조정 전후를 나타낸다).

대표적 소비자의 정액소득을  , 소비자가격벡터를 로 나타낸 후 간접효용함수를 로

정의하면, 조세부과 전후의 효용수준을 동일하도록 하는 힉스(Hicks)의 보상변화를 이용하여

조세의 후생비용을 나타낼 수 있다. 세율조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격이 
에서 

로 변화하

면 정액소득이 기업의 이윤배당액에 따라 변하므로 에서 로 변한다. 또한 정부의 세수

액이  에서  로 증가하고 중립적 이전을 통해 민간부문에 완전히 이전지출된다고 가정

한다. 이때 세율조정의 후생비용()을 보상변화의 개념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11)식과 같

다.

 


 (11)

(단,  
 




 
 




  


⋅ 
 

  


⋅  


)

여기서 상첨자 0과 1은 각각 세율조정 전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간접효용함수의 역함수가

지출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조세의 후생비용을 (1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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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 (12)식에서 첫 번째 항은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두 번째 항은 조세부과 전후의 이윤변

화로서 생산자의 후생변화를, 세 번째 항은 정부의 세수변화를 나타낸다.

한편 세율조정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2)

 


 (13)

(단,  : 공급의 가격탄력성,  : 수요의 가격탄력성)

앞에서 추정한 중단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528정도로서 상당히 비탄력적인 것을 감

안하여 공급자의 한계비용이 일정하고(  ∞) 소비자에 대해서는 선형수요곡선을 가정한다.

이 가정에 의해 소비자의 후생비용과 정부의 세수증대효과만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세율조정

에 따른 후생비용의 최소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배세 인상전 2,500원의 담배가격이 4,500

원으로 될 때 소비자 후생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1인당 소비량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 ×∆×

××

≒갑

(14)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르면 1인당 평균소비량(2013년 기준)은 105.2갑에서 46.524갑 감소하

므로 약 44.2%의 소비량감소를 가져온다.3)

2) 소비자가격의 상승분을 Tc, 공급자가격의 하락분을 Tp라고 하면, 담배세 T원은  이고,

세율로 표현하면   이다. 담배의 공급탄력성을 η, 수요탄력성을 ε이라고 하면 담배시장이 청

산되기 위해서 담배세의 부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같아야 하므로

      이고, 위의 세율과 이러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등식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즉,      . 이것을 에 관하여 정리하면, 세율에 대한 소비자가격의 상승비율이 유

도된다.

3) 2015년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시 수요가 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납세자 연맹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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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조정에 의한 소비자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후생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원

(15)

따라서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면(인상분은 모두 정부세수로 환수된다는 가정) 소비자

1명당 후생감소액은 약 163,876원이 된다. 그런데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증대효

과(    
)가 발생하므로 가격인상분이 담배세의 증가인 것을 감안하여 이를 계산

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원

(16)

여기서 

은  

  
이므로 58.676()이 된다.

이외에 앞에서 살펴본 흡연의 외부비용(EC)을 계산해보자. 소득변화에 의료비지출의 소득

탄력성(η)을 곱하여 소득증가에 따른 흡연의 외부비용증가분을 찾을 수 있다. 즉, 1갑당

2,000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득증가에 의한 외부비용의

감소효과는 다음과 같다.

∆

××

≒원

(17)

근 발표한 자료(월별 담배 판매량을 이용하여 추정)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수요가

23.4% 감소한다는 결과와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추정치를 이용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보

다 소비자후생감소효과는 줄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세수증대효과가 더 커지게 되어 본 연구의 결과

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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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하면 소비자의 후생감소효과가 정부의 세수증대효과와 외부비용의 절

감효과에 의해 상쇄되고 오히려 순후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후 생 변 화

1인당

소비량

(갑)

가격조정

(%)

가격

탄력성()

정부세수

증대효과

(원)

소비자

후생효과

(원)

외부효과

(원)

순후생효과

(원)

담배 105.2 80 -0.5528 +117,352 -163,876 +61,519.89 +14,995.89

<표 9> 담배의 가격조정과 후생효과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였다. 첫째, 담배는 가격과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둘째, 담배는 합리적인 소비행태에서도 중독성이 있는 것인가? 셋째,

담배가격이 인상될 때 소비자의 후생감소, 외부비용의 감소, 정부의 세수증대를 고려한 후생

효과는 무엇인가? 특히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담배산업의 수요구조와

담배가격인상의 후생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

의 답을 합리적 동태모형을 통해 모색해 보았다. 많은 연구들이 소비자의 수요행태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

는 기존문헌보다 진일보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담배산업의 중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수요구조분석도 가능한 합리적인 식습관성 과정을 도

입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보면 모든 설명변수들의 값이 이론과 모형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담배수요는 중단기적으로 담배가격에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

로 담배가격에 탄력적이다. 한편 담배수요가 중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소득에 비탄력적

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득에 더 탄력적이다. 그러므로 담배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상재이면서

필수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한 본 연구의 후생분석에서 담배산업의 세율조정을 통해 분석한 후생효과를

보면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시킬 때 소비자의 후생비용이 1인당 -163,876

원이고, 정부의 세수증대효과가 1인당 +117,352원이며, 외부비용의 절감효과가 +61,51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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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순후생효과는 1인당 +14,995.89원이 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후생감소효과가 정

부의 세수증대효과와 외부비용의 절감효과에 의해 상쇄되고 오히려 순후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결과가 세율조정에 따른 후생효과의 최소액 정도로 보아야 하는 단서가

붙는 것이지만, 담배소비의 생산성 저하효과, 건강보험비용의 증가효과를 고려한 부정적 외

부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오히려 후생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능한 모든 외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생분석은 또 다른 연구주제로 남겨 두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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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Effect of Increase in Cigarette Price

Hoan-Ja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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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ast a light on the recent debate on the proper tax rate

of cigarette price. The article has considered three issues: first, is cigarette demand

responsive to the change in its price? second, is cigarette a rationally addictive good? third,

is the rise of cigarette price increasing the total welfare by consumer's welfare, externality

cost, and government revenue? Especially to answer the third question, this paper tackles

these issues by a dynamic rational habit model. The underlying idea of the models is that

consumers are rational and farsighted and thus consider past and future consumption to

decide the current consumption. In an empirical application to the cigarette demand, the

proposed dynamic rational habit model performs well. It shows plausible signs and

magnitudes of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The cigarette demand is elastic with respect to

its price as -1.0434 in the long-run while it is inelastic as -0.5528 in the short-run. In terms

of income elasticity, cigarette is a necessary good as 0.2911 in the long-run and as 0.5495 in

the short-run. Based on these results, the welfare analysis of increase in cigarette price by

80% shows the gain of welfare to the society by considering government tax revenue and

social cost of smoking.

Keywords : cigarette price increase, welfare effect, habit formation, rationality,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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