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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의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량 자료를 이용해서 담배가격의 변

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합리적 중독모형에 따라 전년도 및 후년도 담배

소비량을 설명변수에 포함하되 변수들의 비정상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

함하고 시차종속변수의 사용에 따른 자기상관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Hatanaka의 이

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후년도의 담배소비량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합리적 중독모형을 지지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시안적 모형의 추정결과 현재 담배가격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전년도 담배소비량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상승에 따른 담배소비량의 감축효과가 당기에 비교적 크게 나타나지만 담배의 중독

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담배가격이 10% 상

승하면 단기에는 즉각적으로 담배소비량이 6.3% 감소하도록 이끌지만 이후에는 다소 담배소비

량이 회복되어 장기적으로는 5.0%~5.4%만 감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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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9년 담배소비세가 도입된 이래 정부는 담배에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간헐적으로 관련 세금을 인상하여 담배가격의 상승을 유도해왔다. 

2015년에는 담배 관련 세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흡연자가 

주로 애용하는 담배의 가격을 전년도에 비해 80%포인트 상승(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부가가치세처럼 일반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 외에도 담배에 추가적으로 여러 

명목의 세금을 중과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먼저 흡연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의학연구에 의하면 흡연과정에는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은 흡연 당사자뿐만 아니

라 간접 흡연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간접 흡연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한 교정세로서 추가적인 조세부과는 정당화된다. 

Gruber & Kὅszegi (2001)는 시간적 비일관성의 흡연자가 흡연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내부

성(internalities) 문제를 고려하면 흡연의 외부성(externalities)을 내재화하는 교정세 이상의 조

세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흡연의 외부성과 내부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담배관련 조세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실제 논쟁 과정에서는 최적조세 수준에 

대한 것 보다는 조세인상과 그에 따른 담배가격상승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이 맞춰

지고 있다.   

중독성을 가지는 담배 소비에 대해 근시안적(myopic) 흡연자들은 현재의 담배소비가 미래 

효용과 미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Becker & Murphy (1988)의 합리적 

중독성 모형에서는 흡연자들이 현재 담배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미래 효용과 미래 소비에 미치

는 영향을 숙고한다.1) 실증분석에서 근시안적 모형은 담배 수요에 대한 설명변수의 하나로 과

거 소비량만을 포함하는 반면에 합리적 모형에서는 과거 소비량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량을 포

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리적 중독모형을 적용한 외국의 실증분석에서는 과거 소비량

과 미래 소비량이 현재 소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어 합리적 중독성 모형을 지지한다(Becker, Grossman, & Murphy, 1994; Chaloupka, 1991). 

즉, 과거소비량과 현재소비량, 미래소비량과 현재소비량 간에 보완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

의 실증분석에서는 중독성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일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미래 소

비량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는 근시안적 모형을 적용하여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는데 과거

소비량과 현재소비량과의 보완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있으나 과거소비량이 현재소비량이 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존재한다(신영임·서재만, 2013; 김원년 외, 2007; 이영·나성

1) Gruber & Kὅszegi (2001)는 미래 예상된 가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흡연자도 시간적 비일관성
(time inconsistence)의 소비행위를 보이는 비합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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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2007; 김원년·이충렬·백남종·김양중·이성윤, 2002). 

근시안적 흡연자는 담배소비로 인한 미래의 건강손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흡연의 중독성의 

특성이 과거 담배소비량과 현재 담배소비량 간의 보완관계를 가지도록 이끌 수 있다. 반면 미

래 건강손실을 고려하는 흡연자라 하더라도 시간적 비일관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담배

가격 인상에 즉각 반응하여 금연을 하거나 담배소비량을 감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금연에 

실패하고 담배가격 인상에 둔감해지면 담배소비량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2) 시계열의 

통합자료에는 여러 형태 흡연자들의 담배소비량이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소비량과 현

재소비량과의 보완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합리적 모형은 미래 예상된 가격상

승(또는 미래 소비량의 감소)이 현재 담배소비량을 감소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보지만, 담배가

격 인상 시점은 미리 알려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 전에 사전 구입하는 흡연자들로 인해 미래 

담배가격 인상이 현재 담배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에서 2016년까지의 담배 판매량(또는 소비량)과 담배가격지수를 사용

하여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산출한다. 합리적 중독모형을 따라 전년도 및 후년도 담배소비

량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행하며 동시에 후년도 담배소비량을 제외하고 전년도 

담배소비량만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근시안적 모형을 테스트하는 실정분석도 행한다. 

본 연구는 설명변수에 시차종속변수가 포함되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비정상성(non-stationarity),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는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즉, 변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을 갖지만 비확률추세(deterministic trend)의 제거 후 안정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추세를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1차 자기상관의 존재와 내생성 문제를 

통제를 위해 Hatanaka의 이단계(two step) 추정방법을 사용한다(Greene, 2012). 담배수요함수 

추정에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자기

상관 문제만을 해결하거나, 내생성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해왔다

(Kennedy, Pigott, & Walsh, 2015; 신영임·서재만, 2013; 이영·나성린, 2007; 김용익·강광

하·이규식·황성현, 2003; 김성준, 2002; 김원년 외, 2002; 안종석, 1996). 일부 연구에서는 시

계열자료의 비정상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중공선성이나 추세 통제 차원에서 변

수들을 1차 차분을 하거나, 시간추세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이영·나성린, 2007; 정우진 외, 

200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담배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2015년을 포함한 

가장 최근의 자료까지를 포함하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담배소비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타당

성 여부를 조사한다. 

이하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사용된 자

료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

시한다.

2) 시간적 비일관성의 흡연자에 대한 분석은 Gruber & Közegi (2001), O'Donoghue & Rabin (2002)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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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형설정 및 자료

Becker & Murphy (1988)류의 합리적 중독모형에서 미래를 숙고하는 소비자가 생애( )동안 

담배( )와 통합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식 (1)과 같이 규정된다. 


  



                                            (1)

여기서    는 할인계수(discount factor),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담배의 중독성으

로 인해 기의 효용  는 기의 담배소비량 뿐만 아니라 전기의 담배소비량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는 식 (2)의 예산제약하에 식 (1)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2)

는 담배가격,  은 생애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나타나며, 통합재화 는 기준재화

(numeraire)로 가격은 1로 설정되었다.

기에 효용극대화의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3)        



        
 

             
                (4)

는 라그랑주 승수로 부(wealth)의 한계효용을 의미한다. 식 (3)은 매기 소비의 한계효용이 부

의 한계효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식 (4)는 기 담배소비의 한계효용과 기 담배소

비가  기의 효용에 미치는 할인된 한계효과의 합계가 부의 한계효용에 기 가격을 곱한 

것과 같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와 같이 해로운 중독성 재화의 경우에는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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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4)의 식으로부터 기의 담배수요함수는 식 (5)와 같이 전기 담배소비량, 후기 담배소

비량, 오차항의 함수로 유도된다.3)

                                               (5)

소비자가 근시안적인 경우 식 (4) 좌변의     을 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와 

  은 담배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식 (5)의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단순 최소자승법(OLS)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째, 변수들이 비정상 시계열일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변수들 간에 매우 유의한 것처럼 

보이는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담배소비량( ), 담배가

격지수( ), 추가적으로 포함된 통제변수인 소득( )에 대해 (증대된) Dickey-Fuller 방법에 의

거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차식 비

확률추세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강건하게 정상 시계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arcia-Belmonte & Ventosa-Santaularia (2011)는 비확률추세를 가지는 변수들이 존재하는 경우 

설명변수로 시간추세변수를 포함함으로써 허구적 회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시계열자료의 사용으로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문제가 강하게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이다. 설명변수로 시차종속변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자기상관의 존재 여부

에 대해 Durbin-h검정을 실시했는데 근시안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나 합리적 모형을 사용하

는 경우나 1차 자기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 Wu, You, & Zou (2016)는 시계열자료가 

비확률추세의 비정상성과 자기상관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도 설명변수에 시간추세변수를 포

함하고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방법을 적용하여 자기상관과 허구적 회귀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변수로 포함된 전년도 및 후년도 담배소비량 변수가 내생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과거 및 미래의 담배가격이나 담배 조세가 주로 도구변수로 활용

되어 왔는데(Kennedy et al., 2015; 이영·나성린, 2007; Bardsley & Olekalns, 1999; Becker et 

al., 1994;  Keeler, Hu, Barnett, & Manning, 1993),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이전의 

담배 조세 자료가 없고 담배가격이 담배 조세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전년도 담배가격과 후년도 담배가격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이단

계 최소자승법(2SLS)로 추정한 것과 OLS로 추정한 것을 비교한 Hausman 검정 결과는 모두 

7.5이상으로 두 모형의 추정치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3) 효용함수가 이차함수 형태를 가지는 경우 수요함수의 유도과정은 Becker et al. (1994)를 참조하라.
4) 근시안적 모형에서 Durbin-h 검정값은 가격변수로 절대가격을 사용할 때는 1.941, 상대가격을 사  
용할 때는 1.683, 합리적 모형에서는 전자가 2.709, 후자가 1.941로 모두 1차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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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6)과 같이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Hatanaka

의 2단계(two step)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Greene (2012)에 의하면 Hatanaka의 추정

방법은 시차종속변수와 자기상관을 함께 가지는 모형을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일관성이 있는 

FGLS 추정치를 얻으며, 효율적이고 점근적으로 최우추정법과 동일하다.5) 

ln      ln   ln    
   ln       ln        (6)

      

여기서 ln은 자연로그, 는 상관계수,  와 는 추정되어야할 모수를 나타낸다. 근시안적 모

형은 식 (6)에서 ln     항을 제거하고 추정한다. 

[그림 1] 담배 조세와 가격지수 추이  

 

담배의 균형 판매량과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담배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

다. 그러나 실제 국내 담배시장은 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기관인 전매청이 독점을 해왔고, 이

후 전매청이 공사화 되고 담배독점제조의 폐지 및 수입담배의 시장진입 허용 등의 조치가 이

루어진 이후에도 KT&G와 일부 외국담배회사에 의해 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담배

가격은 [그림 1]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이하에서는 조세

5) Limdep10.0 패키지는 2SLS 절차에 도구변수, AR1, Hatanaka 명령어를 포함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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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6) 담배에 대한 조세액이 정부정책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담

배가격은 그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배가격(또는 담배가격지수) 또한 외생변수로 간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담배소비량은 1981년에서 2016까지의 담배판매량을 19세 이상 성인남자수로 나

눈 성인남성 1인당 담배소비량으로 측정하였다.7) 담배판매량은 1981년에서 2015년까지는 통계

청 Kosis의 담배판매량 자료, 2016년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인남성인구는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사용하였다.8)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이상 성인 여성의 흡연율

은 1998년 6.5%서 2015년에는 5.5%로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같은 기간 남성 흡연율은 66.3%

에서 39.3%로 27%포인트가 감소하여 큰 변동성을 보였다.   

[그림 2]는 담배가격지수, 전체물가지수, 성인남성 1인당 담배소비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성

인남자 1인당 담배소비량은 담배가격지수의 상승과는 반대로 1992년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전

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담배가격지수가 상당수준 상승하는 연도에는 곧바로 

소비량이 하락하였다가 다음의 가격상승 때까지는 일부 반등하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담배

가격지수와 CPI를 1981년을 기준으로(1981년 지수 = 100) 해서 이후 추이를 보면 2000년까지는 

담배가격지수가 CPI를 하회하는 수준에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CPI를 앞지르고 있다. 담배가

격은 1982년에서 1990년 구간과 2005년에서 2014년 구간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거의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기에서 비교적 큰 폭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1981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

간 동안 전체물가 보다 2배 정도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1989년 이전에도 담배에 담배판매세, 교육세, 전매납부금, 방위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1989년 지방
세 항목의 하나로 담배 1갑 당 360원의 담배소비세가 신설되면서 모두 통합되었다. 1981-1988년 
동안 담배가격지수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1989년 이전에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조세 총액은 
약 360원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7) 전년도와 후년도의 담배판매량이 설명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합리적 모형의 회귀식 추정에는 
실제 34개의 관찰치가 사용되었다. 여성을 포함한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해
도 추정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8) 현재 통계청 Kosis는 1989년에서 2015년까지 갑으로 계산한 담배판매량을 제공한다. 그러나 과거
에는 개비로 계산한 담배판매량 자료를 제공하여 왔는데 1갑에 20개비로 환산하여 현재 자료와 
겹치는 연도의 담배판매량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부터 1988
년의 담배판매량은 개비로 측정된 1981년에서 1988년까지의 담배판매량을 개비로 측정된 1989년 
담배판매량 대비 비율로 산출한 다음 갑으로 제시된 1989년 담배판매량에 곱해서 측정하였다. 
통계청 자료에는 2016년 담배판매량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회재정부에 발표한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의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15년 담배판매량 대비 2016년 판매량 비율을 구한 다음 통계청의 2015년 담배판매량에 곱해서 
2016년 수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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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담배가격지수, 전체물가지수, 성인남성 1인당 담배소비량 추이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성인남성 1인당 담배소비량은 연평

균 276.8갑, 인구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1,132.6만원이었다. 담배가격지수는 1982년 15.6에서 

2015년 100.0으로 34년간 약 6배 상승하였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성인남성1인당담배소비량(갑) 276.7 47.8 145.4 342.9

인구1인당실질가계소득(만원) 1,132.6 422.2 350.8 1752.4

담배가격지수(절대가격) 35.873 19.663 15.625 100.000
담배가격지수(상대가격) 0.543 0.114 0.377 1.000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주: 담배가격지수와 cpi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함



담배가격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75

Ⅲ. 분석결과

GLS 추정결과와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Hatanaka의 2단계 추정방법으로 담배수요함수를 추

정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된다. <표 2>는 담배가격으로 담배가격지수 자체인 절대

가격을 사용한 결과이고, <표 3>은 담배가격지수를 전체물가지수로 나눈 상대가격을 사용한 

결과이다. 절대가격을 사용하든 상대가격을 사용하든 합리적 모형의 추정에서 후년도 소비량

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담배소비는 

합리적 모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시안적 모형 합리적 모형
GLS Hatanaka GLS Hatanaka

상수 8.308***
(1.765)

8.505***
(2.047)

8.933***
(1.831)

9.435***
(2.015)

담배가격: ln   -0.676***
(0.089)

-0.656***
(0.090)

-0.665**
(0.091)

-0.647***
(0.084)

1인당가계소득: ln   -0.042
(0.276)

-0.0009
(0.320)

-0.109
(0.302)

0.057
(0.032)

시간추세:  0.048
(0.029)

0.058**
(0.028)

0.058*
(0.032)

0.055*
(0.030)

시간추세제곱:  -0.0008
(0.0005)

-0.001**
(0.0005)

-0.001*
(0.00056)

-0.001***
(0.0004)

전년도소비량: ln     -0.107
(0.107)

-0.214*
(0.110)

-0.047
(0.152)

-0.242
(0.197)

후년도소비량: ln     -0.107
(0.111)

-0.197
(0.135)

 0.613***
0.135)

0.619***
(0.186)

0.604***
(0.138)

0.531***
(0.187)

<표 2> 담배수요함수 추정결과(절대가격 사용)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후년도 담배소비량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한 근시안적 모형을 GLS로 추정할 경우에는 전년도

소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Hatanaka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절대가격 사용

시에는 10% 유의수준, 상대가격 사용시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담배가격은 어느 모형에서든 음의 부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1인당 

가계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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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모형 합리적 모형
GLS Hatanaka GLS Hatanaka

상수 6.728***
(1.254)

7.050***
(1.264)

7.329***
(1.362)

7.786***
(1.372)

담배가격: ln   -0.630***
(0.075)

-0.628***
(0.073)

-0.642**
(0.075)

-0.643***
(0.071)

1인당가계소득: ln   -0.101
(0.192)

-0.067
(0.193)

-0.170
(0.230)

-0.052
(0.244)

시간추세:  0.017
(0.020)

0.019
(0.019)

0.025
(0.024)

0.020
(0.023)

시간추세제곱:  -0.0006*
(0.00036)

-0.0007**
(0.0003)

-0.0008**
(0.0004)

-0.243
(0.175)

전년도소비량: ln     -0.151
(0.100)

-0.250**
(0.108)

-0.089
(0.138)

-0.153
(0.120)

후년도소비량: ln     -0.100
(0.103)

-0.153
(0.120)

 0.371**
(0.159)

0.352***
(0.191)

0.379**
(0.161)

0.303
(0.202)

<표 3> 담배수요함수 추정결과(상대가격 사용)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근시안적 모형에 대한 Hatanaka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담배가격의 상승은 즉각적으로 

담배수요를 감소하도록 이끌지만 흡연의 중독성으로 인해 다음 연도에는 담배수요를 다소 증

가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 및 장기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는데 역시 단기 탄력성보다 장기 탄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9)  

성인남자1인당 담배소비량

단기 장기

절대가격 -0.63 -0.54

상대가격 -0.63 -0.50

<표 4>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주: 장기탄력성은 ln의 추정치를 1에서 ln의 추정치를 뺀 수치로 나누어 산출함.

<표 5>는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전년도 담배소비

량이 현재 소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중에서 안종

9) 국민 1인당 담배소비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면 <표 4>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절대가격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단기탄력성이 —0.65, 장기탄력성이 –0.54였고, 상대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  
   기탄력성이 –0.63, 장기탄력성 –0.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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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1996)의 결과는 장기 가격탄력성이 단기 가격탄력성보다 낮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산출된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담배

가격이 대폭 상승된 2015년 시점의 자료가 반영되는 등 분석기간이 다르고, 기존 연구와는 달

리 Hatanaka의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 자료

를 사용한 Gospodinov & Irvine (2005)은 –0.1 ~ -0.3 범위의 낮은 탄력성의 결과를 제시하지만, 

미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한 Becker et al. (1994)은 단기 탄력성은 –0.40, 장기 탄력성은 –0.75로 

산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자료를 사용한 Kennedy et al. (2015)은 –1.6 ~ -2.0의 높은 가격탄

력성의 추정결과를 보였다. 

저자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가격탄력성 추정치
<한국: 시계열자료>

신영임․서재만(2013) 1989-2012,  근시안적 모형,      OLS
           일반모형            2SLS
가격변수: 판매액/판매량

–0.38(단기), –0.53(장기)
-0.62~-1.35

이영․나성린(2007) 1965-2005,  근시안적 모형,      OLS
           일반모형            2SLS 
가격변수: 판매액/판매량

-0.20
-0.43

정우진(2006) 1960-2005, 근시안적 모형, OLS/차분/GLS
           일반모형 
가격변수: 판매액/판매량 또는 가격지수

-0.38 ~ -0.43
-0.36

김용익 외(2003) 1975-2002, 근시안적 모형, OLS, 절대가격
가격변수: 담배가격지수         상대가격

–0.269(단기), –0.36(장기)
-0.44

김원년 외(2002) 1975-2001, GLS(AR1)
가격변수: 가격지수

-0.19 (국민1인당)
-0.17 (성인1인당)

안종석(1996) 1975-1995, 근시안적 모형, GLS(AR1)
가격변수: 담배판매액/담배판매량

-0.47(단기), -0.33(장기)

<한국: 도시가계자료>

김원년․서정하(2005) 1998-2003 -0.40

김원년(2004) 1998-2003 -0.52
<외국: 시계열자료>

Kennedy et al. (2015) 아일랜드, 합리적모형, GLS -1.6~-2.0
Godpodinov & Irvine (2005) 캐나다,   합리적모형, GMM(차분) -0.1~-0.3

<외국: 패널/설문조사>
Becker et al. (1994) 미국, 패널자료, 합리적모형, GLS -0.40(단기), -0.75(장기)

Chaloupka (1991) 미국, 설문조사, 합리적모형, 2SLS -0.36 ~ -0.27(장기)

<표 5>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7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Ⅳ. 결론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건강피해 및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

지면서 금연과 담배소비의 감축을 위한 규제정책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연캠페인, 경고그림 

부착 등의 비가격정책 외에도 담배관련 조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도 활발하게 논

의되어 왔다. 담배소비는 중독성을 갖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담배수요가 얼마나 반응할 것인지,

수요 감소로 지자체와 정부의 담배 재정수입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가 가격정책 시행에 

있어서 핵심 이슈의 하나가 되어왔다.

1981년에서 2016년까지의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량 통합자료를 이용하여 담배가격이 담배수

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후년도 가격(또는 후년도 담배소비량)은 현재 담배수요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담배소비모형을 지지하지 않았다. 근시안적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년도 담배소비량과 현재 담배소비량은 대체관계에 있으며 현재 담배가격의 상

승은 현재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가격이 10% 상승하면 단기

에는 즉각적으로 성인남자 1인당 담배소비량을 6.3% 감소시키도록 이끌지만 이후에는 다소 담

배 소비량이 회복되어 장기적으로 5.0%~5.4%만 감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담배 조세의 인상

률이 담배가격 상승률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담배 조세의 인상은 담배관련 총재정수입을 증

가시키며 그 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흡연량이 현재 흡연량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격상승에 따른 담배소비량의 감

축효과가 당기에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완화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량을 계속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전체물

가지수에 연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배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까지의 담배관련 자료를 사용하고, 시계열자료의 사용에서 발생하

는 비정상성과 시차종속변수의 포함에 따른 자기상관 및 내생성 문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

는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담배 조세의 인상에 담배회사들

이 담배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담배종류의 다양화 및 품질 변화로도 대응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정식 거래가 되지 않는 담배소비를 늘릴 수도 있는 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계열 통합자료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담배소비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일부 흡연자의 금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흡연자들의 담배소비량의 감

소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흡연자들의 행태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흡연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시자료를 사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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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Cigarette Price on Cigarette Consumption

- Some Further Evidence -

Seonghoon Ho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cigarette price on cigarette consumption using

time-series data from 1981 to 2016. I estimate the cigarette demand function by Hatanaka’s

two step method to control for the first order autocorrelation and endogeneity problems of

past and future cigarette consumption variables while the trending mechanism is included

as regressors to control for non-stationarity of variabl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uture cigarette consumption does not affect current cigarette consumption. However, the

estimation results employing myopic addiction model show that an increase in current

cigarette price reduces the amount of current cigarette consumption while a decrease in

past cigarette consumption increases it. This implies that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cigarette price on the reduction of cigarette consumption is relatively strong in this term,

but it is diminishing in the year after. A 10% increase in cigarette price reduces cigarette

consumption by 6.3% in the short run, but by 5.0%~5.4% in the long run.

Key Words : smoking, price elasticity of cigarette demand, Hatanaka two step est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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