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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raised tobacco tax, which resulted in increased
tobacco prices by 80%.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smoking behavior, quantity of
smoking, and changes in smoking behavior and its associated factor after the tobacco price
increase.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or 2014-2018. To investigate
trends in smoking behavior and quantity, we assessed the proportion of quitters and the
smoking quantity of persistent smokers after the tobacco price increase.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factors and changes in smoking behavior from 2015 to 2016.
Results: Out of 2,012 smokers as of 2014, 19.7% of smokers qui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ncreased tobacco prices in 2015; however, this rate gradually decreased from 19.7% in 2015
to 8.6% in 2018. Similarly, smoking quantity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5.53 sticks to
14.85 sticks in 2015 but increased to 15.95 sticks in 2018. The probability of quitting was
higher among women or the elderly. Compared with the middle-income group, the low- and
high-income groups were more likely to quit smoking after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s.
Conclusion: The increase in tobacco tax, which was implemented in 2015, temporarily led to
smoking cessation and reduction of tobacco consumption. A higher probability of quitting was
observed among persons with low-income status, which suggests that considering price and
nonprice policies is necessary to increase long-term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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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담배 개비수가 3.8-5.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특

경

히, Brown 등(13)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담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각종 암,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배규제정책 중 가격/조세정책 또는 담배시장 규제정책은 흡연

및 생식기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 알려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Hill 등(14)의 연구에서도

져 있다.(1) 이로 인해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흡연으로

담뱃값 인상의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인한 조기사망, 생산성 등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부담을

보고되었다.

초래한다.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인해 매년 800만 명이 사망하

우리나라 담뱃값 인상은 2004년 2000원에서 2005년 2500

고 있고,(2)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약 5만 8천명이 흡연

원으로 500원 인상된 후 약 10년간 담뱃값에 변화가 없었으나,

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

다른 담배규제정책 도입과 함께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을

적 비용은 12조 1913억 원에 달한다.(3) 우리나라 성인흡연율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하였다. 유럽 전역의 국가

은 1998년 35.2%에서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

차원에서 담배규제정책 이행수준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

그림 도입 등의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으로 2020년에 20.6%로

TCS (Tobacco Control Scale)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감소하였지만,(4)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전반적인 이행수준은 OECD 44개국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회원국

중 25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회원국

과 비교해 2019년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28.5%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담뱃값 정책 지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로, 44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5)

것으로 나타났으며,(15) FCTC 제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담

격 및 조세 조치에 대한 이행률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16)

배의 유해성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흡연율 및 흡연량의 변화에 대해 몇몇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담뱃값 인상 후 흡연

Tobacco Control, FCTC)을 비준하였으며, 2008년에는 담배

율 및 흡연량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17-21) 하지만, 선행연

수요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근거중심의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횡단연구

담배규제정책

개발하였다.(6)

로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으며,(17,

MPOWER는 6가지 정책 평가 지표로 구성되며, 담배사용 및 정

18,20) 둘째, 일부 특정 집단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여 대표

책 모니터링(Monitoring tobacco use and tobacco control

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18) 마지막으로 추적된 연구

policies), 담배연기로부터 보호(Protecting from the dan-

는 흡연자의 흡연행태 변화를 단기간 추적하여 장기간 흡연행태

gers of tobacco smoke),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ing help

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19) 이와 같이 개인 단위 자료를 이

to quit tobacco), 담배 위험성 경고(Warning the public

용하여 담뱃값 인상 후 개인의 흡연행태에 변화가 어떻게 나타

about the dangers),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Enforcing

났는지, 흡연행태의 변화와 인구사회적, 사회경제적, 건강요인

bans on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그리

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

고 마지막으로 담뱃세 인상(Raising tobacco taxes)이다.(6)

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담뱃

여러 담배규제정책 중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율 및 담배사

값 인상 정책 이후 흡연자의 흡연행태와 흡연량 추이를 확인하

평가도구로

MPOWER를

용량 감소와 함께 공중보건을 개선시키고,(7) 다른 정책과 비교

고, 흡연행태 변화와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

하여 비용-효과가 높은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8) 이미 미
국,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가격인상 정책을 통해 흡연

방

법

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9-12) 스페인의 경우, 2005년 담
뱃값 인상 이후 약 7년 기간 동안 남성흡연율에는 유의한 변화가

1. 연구자료 및 대상자 선정

없었지만 여성흡연율은 정책 시행 3년 후에 3.4-4.3%p의 범위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9차-제13차(2014-2018) 자료를

로 흡연율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1) 또

이용한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는 패널 가구

다른 연구에서는 담뱃세가 1달러 증가하면, 미국 노인 흡연자의

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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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30,000가구 중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반 가구와

기준으로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 이상으로 구

저소득 가구 각 3,5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본 패널자료

분하였다. 소득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개인소득(equa-

는 인구집단 별 건강, 의료 및 생활실태와 경제활동상태 등을 파

lized household income)을 산출하여 저소득층(20%), 중간

악할 수 있는 국가 대표 패널자료이다. 본 자료에서 흡연여부는

소득층, 고소득층(20%)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주된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경제활동 종사자, 실

다. 연구대상자는 2014년 패널자료에서 흡연여부 문항에 “현재

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종사자는 응답

담배를 피움”이라고 응답한 2,599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흡연

자 중 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

행태와 흡연량 추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조사에 모

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포함하였다. 건강상태 및 관련 변수

두 응답한 2,01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흡연행태 변화와 관련

는 음주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을 포함하였다. 음주 여부는

요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문항을 이용하여 음주여

2,153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패널조사 추적과정에서

부를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함, 보

2017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141명이 탈락되어 2014년부터

통, 건강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은 CES-D 11 도구로

2018년까지 자료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11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에
20/11을 곱한 뒤에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이 있다고 하였다.

2. 연구변수
흡연행태와 흡연량 추이 분석에서 연구대상자를 지속 흡연자

3. 통계분석

(persistent smoker), 금연자(quitter), 그리고 기타 흡연자

흡연자의 흡연행태 및 흡연량 추이 확인을 위해 담뱃값 인상

(other smoker)로 구분하였다. 지속 흡연자는 추적 시작시점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인 2014년부터 2018년 종료시점까지 계속 흡연한 집단이고,

비율과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비율은 빈도분석을 이용하

금연자는 담뱃값 인상 이후인 2015년부터 종료시점까지 흡연

였으며, 흡연량 추이는 ANOVA 분석을 통해서 변화를 통계적으

을 하지 않는 집단이며, 기타 흡연자는 위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로 검정하였다. 흡연행태 변화와 관련요인 확인을 위해 다항 로

대상자로 2016년 이후에 금연한 대상자 또는 2015년에 금연을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나이, 성별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하였지만 이후 재흡연을 한 경우이다(예: 2015년에는 금연하였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및 관련요인을 모두 보정한 오

지만, 2016년부터 흡연을 다시 시작한 응답자 또는 2015년에

즈비를 산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는 흡연을 하였지만, 2016년부터는 금연한 응답자). 흡연량은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SAS 9.4를 사용하였다.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와 같이 개방형 문
항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흡연량을 측정하였다. 이와 다르게 흡

결

과

연행태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에서는 2,153명을 흡연행태의 단
기간 변화를 지속 흡연자(persistent smoker), 금연자(quitter),

1.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흡연행태 변화추이

재흡연자(relapse smoker)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지속 흡연자

표 1은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흡연행태와 흡연량 추이 변화

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흡연한 집단이며, 금연자는 2015년

결과이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19.7% (n=397)가 금연을

과 2016년 모두 금연한 대상자와 2016년에 금연한 대상자를 포

하였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금연한 경우가 20.6%p 더 높았다

함하였으며, 재흡연자는 2015년에 금연을 하였지만, 2016년에

(남성: 18.0%, 여성 38.6%).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흡연을 시작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

금연한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담뱃값 인상 1년 후인 2016년에

기 위해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를 포함하였고,

는 감소폭이 8.5%p로 가장 컸고(2015년: 19.7%, 2016년:

연령은 20-49세, 50-64세,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

11.2%), 특히 여성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

며,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미혼, 별거, 이혼 또

흡연자의 경우, 담뱃값 인상 직후에 38.6%가 금연했지만, 2016

는 사별)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교육수준, 경제활

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금연한 여성은 14.5%로, 약

동상태, 소득을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을

24%p 감소하였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2014년에 전체 15.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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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nds of smoking behaviors and smoking quantity from 2014 to 2018 (N=2,012)*.
2014

Total
Persistent smoker
Quitter
Other smoker
Men
Persistent smoker
Quitter
Other smoker
Women
Persistent smoker
Quitter
Other smoker

2015

Current
smoking
N (%)

Smoking
‡
quantity
Mean (SD)

Current
smoking
†
N (%)

2012 (100)

15.53 (7.9)

1615 (80.3)
397 (19.7)

1846 (100)

166 (100)

15.94 (7.9)

10.96 (6.2)

1513 (82.0)
333 (18.0)

102 (61.4)
64 (38.6)

2016
Smoking
‡
quantity
Mean (SD)
∥

14.85 (7.4)

∥

15.10 (7.5)

11.02 (6.1)

2017

Current
smoking
†
N (%)

Smoking
‡
quantity
Mean (SD)

1443 (71.7)
226 (11.2)
343 (17.0)

15.60 (7.6)

1360 (73.7)
186 (10.1)
300 (16.3)
83 (50.0)
40 (24.1)
43 (25.9)

11.85 (6.5)

∥

15.88 (7.6)
12.09 (6.6)

∥

11.04 (5.8)
10.42 (6.2)

Current
smoking
†
N (%)

Smoking
‡
quantity
Mean (SD)

2018
Current
smoking
†
N (%)

Smoking
‡
quantity
Mean (SD)

1306 (64.9) 15.96 (7.6)
187 (9.3)
∥
519 (25.8) 12.15 (6.9)

1181 (58.7) 15.95 (7.5)
173 (8.6)
∥
658 (32.7) 12.08 (6.6)

1240 (67.2) 16.18 (7.6)
158 (8.6)
∥
448 (24.3) 12.43 (6.8)

1122 (60.8) 16.17 (7.5)
149 (8.1)
∥
575 (31.1) 12.49 (6.7)

66 (39.8) 11.82 (6.0)
29 (17.5)
71 (42.8) 10.43 (7.0)

59 (35.5) 11.71 (6.0)
24 (14.5)
83 (50.0) 9.35 (5.3)

*This table shows smoking behaviors over 4 years from 2012 individuals.
†
Denominator is respondents who responded current smoker in 2014.
‡
Average smoking consumption per day.
§
Other smoker included those who relapse or quit after 2016.
∥
P-value ＜0.05.

비였으며, 남성은 15.94개비, 여성은 10.96개비였다. 담뱃값 인

았고(금연 집단 여성비율: 14.8%, 지속 흡연 집단 여성비율:

상 후, 지속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4.85개비로 1.09개

5.9%), 재흡연 집단과는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재흡연

비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15.10개비로 2014년에 비해 통계적

집단의 여성비율: 14.4%). 연령별로는 금연한 집단과 재흡연 집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여성 지속 흡연자는 11.02개비로 증

단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이 많았고, 지속 흡연 집단은 20-49세

가하였지만, 2014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만에서 더 많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교육수준은 집

2015년에 전체 흡연량이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남성과 여

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경제

성 지속 흡연자의 흡연량이 모두 증가하였고 2017년과 2018년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금연 또는 재흡연의 비중이 높게 나

은 2014년 보다 흡연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더 증

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지속 흡연 집단에서 중간소득층 비중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흡연자의 경우 지속 흡연자에 비해

이 가장 높았으며(63.5%), 고소득층(22.3%), 저소득층(28.9%)

흡연량이 적었지만, 점점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에서 흡연량

은 금연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음주를 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나 우울이 있는 경우 지속 흡연의 비중이 높았다.

2. 흡연행태 변화별 일반적인 특성

3. 담뱃값 인상 후 흡연행태 변화와 관련요인 확인

표 2는 2014년 현재흡연자 중 2016년까지 모두 응답한

표 3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흡연행태 변화와

2153명을 금연, 지속 흡연, 재흡연으로 구분하여 흡연행태에 따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 결과이다. 금연한 집단과 지속 흡연 집단

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2,153명 중 440명(20.4%)

을 비교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금연할 가능성이 2.34배

이 2015년과 2016년 모두 또는 2016년에 금연을 하였으며

(95% confidence interval [CI]: 1.58-3.47) 높았고, 재흡연

(quitter), 1532명(71.2%)은 2015년과 2016년 모두 흡연을 하

집단과 지속 흡연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금

였고(persistent smoker), 181명(8.4%)은 2015년에 금연을

연을 하였다가 재흡연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

하였지만 2016년에 재흡연하였다(relapse smoker). 담뱃값

[OR]: 2.25, 95% CI: 1.31-3.86). 연령별로는 20-49세 비해서

인상 후, 금연한 집단은 지속 흡연 집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

65세 이상에서 금연 또는 재흡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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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changes in smoking behavior from 2015 to 2016 (N=2,153)*.

Variables
Sex
Men
Women
Age group
20-49
50-64
65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Education attainment
College or more
High school
Less than middle school
Income level
Low (bottom 20%)
Middle
High (top 20%)
Employment status
Employed or self-employed
Unemployed
Economic inactive
Drinking
No
Yes
Subjective health
Very good or good
Moderate
Poor or very poor
Depression
No
Yes

Quitter
(N=440)

Persistent smoker
(N=1532)

Relapse smoker
(N=181)

n (%)

n (%)

n (%)

375 (85.2)
65 (14.8)

1441 (94.1)
91 (5.9)

155 (85.6)
26 (14.4)

1971 (91.5)
182 (8.5)

165 (37.5)
120 (27.3)
155 (35.2)

773 (50.5)
456 (29.8)
303 (19.8)

75 (41.4)
46 (25.4)
60 (33.2)

1013 (47.0)
622 (28.9)
518 (24.1)

160 (11.5)
86 (11.3)

1001 (72.0)
531 (69.7)

230 (16.5)
145 (19.0)

1391 (64.6)
762 (35.4)

157 (35.7)
175 (39.8)
108 (24.5)

458 (29.0)
673 (43.9)
401 (26.2)

62 (34.3)
73 (40.3)
46 (25.4)

555 (25.8)
921 (42.8)
677 (31.4)

127 (28.9)
215 (48.9)
98 (22.3)

262 (17.1)
973 (63.5)
297 (19.4)

46 (25.4)
102 (56.4)
33 (18.2)

435 (20.2)
1290 (59.9)
428 (19.9)

288 (65.4)
9 (2.1)
143 (32.5)

1163 (75.9)
33 (2.2)
336 (21.9)

125 (69.1)
2 (1.1)
54 (29.8)

1576 (73.2)
44 (2.0)
533 (24.8)

279 (63.4)
161 (36.6)

367 (61.7)
1165 (74.8)

114 (63.0)
246 (37.0)

595 (27.6)
1558 (72.4)

256 (58.2)
93 (21.1)
91 (20.7)

1050 (68.5)
291 (19.0)
191 (12.5)

112 (61.9)
37 (20.4)
32 (17.7)

1418 (65.9)
421 (19.5)
314 (14.6)

388 (88.2)
52 (11.8)

1348 (88.0)
184 (12.0)

159 (87.9)
22 (12.1)

1895 (88.0)
258 (12.0)

Total

*This table shows smoking behaviors over 2 years from 2153 individuals.

OR: 2.42; 95% CI: 1.65-3.56, 재흡연 OR: 2.28; 95% CI:

교한 경우, 음주를 제외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요인에

1.32-3.95). 사회경제적 요인 중 소득의 경우, 중간소득층에 비

서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금연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저소득층 OR: 1.55; 95% CI: 1.12-2.15, 고소

고

찰

득층 OR: 1.57; 95% CI: 1.18-2.08). 건강 관련 요인 중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금연할 가능성이 높았으며(OR: 1.41; 95% CI:

1. 연구의 주요결과

1.09-1.81), 우울이 없는 경우도 금연할 가능성이 높았다(OR: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흡연자

1.75; 95% CI: 1.19-2.57). 지속 흡연 집단과 재흡연 집단을 비

2,012명을 대상으로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2018년까지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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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for associated factor of changes in smoking behavior from 2015 to 2016.
Variables
Sex
Men
Women
Age group
20-49
50-64
65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Education attainment
Less tha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more
Income level
Low (bottom 20%)
Middle
High (top 20%)
Employment status
Employed or self-employed
Unemployed
Economic inactive
Drinking
Yes
No
Subjective health
Very good or good
Moderate
Poor or very poor
Depression
Yes
No

Persistent smoker vs quitter

Persistent smoker vs relapse smoker

Relapse smoker vs quitter

aOR (95% CI)†

aOR (95% CI)†

Reference
2.34 (1.58-3.47)*

Reference
2.25 (1.31-3.86)*

Reference
1.04 (0.59-1.85)

Reference
1.34 (1.00-1.81)*
2.42 (1.65-3.56)*

Reference
1.21 (0.79-1.87)*
2.28 (1.32-3.95)*

Reference
1.11 (0.68-1.80)
1.06 (0.58-1.95)

Reference
1.01 (0.78-1.30)

Reference
1.16 (0.81-1.66)

Reference
0.87 (0.58-1.29)

Reference
1.51 (1.10-2.07)*
1.72 (1.18-2.51)*

Reference
1.44 (0.91-2.27)
1.70 (0.99-2.92)

Reference
1.05 (0.63-1.74)
1.01 (0.56-1.85)

1.55 (1.12-2.15) *
Reference
1.57 (1.18-2.08) *

1.28 (0.80-2.04)
Reference
1.09 (0.71-1.67)

1.22 (0.73-2.03)
Reference
1.44 (0.90-2.32)

Reference
1.24 (0.57-2.67)
0.60 (0.14-2.57)

Reference
1.02 (0.75-1.40)
0.92 (0.59-1.44)

Reference
2.06 (0.43-9.80)
1.09 (0.70-1.69)

Reference
1.41 (1.09-1.81)*

Reference
1.51 (1.06-2.15)*

Reference
0.93 (0.63-1.39)

Reference
0.93 (0.68-1.27)
1.31 (0.90-1.91)

Reference
0.86 (0.55-1.35)
1.05 (0.61-1.81)

Reference
1.08 (0.65-1.79)
1.25 (0.69-2.28)

Reference
1.75 (1.19-2.57)*

Reference
1.51 (0.88-2.60)

Reference
1.16 (0.63-2.10)

†

aOR (95% CI)

*Significant at P-value ＜0.05.
†
aOR (adjusted odds ratio):adjusted for sex, age group, marital status, education attainment, income level, employment status, drinking, subjective health, and
depression.

행태 및 흡연량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2,153명을 대상으로 동기

뱃값 인상 이후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간 내 지속 흡연 집단, 금연한 집단, 금연 후 재흡연 집단으로 구

금연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분하여 각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고 흡연행태와 관련요인을 확인

중간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금연할 가능성

하였다. 연구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1년 동안 흡연자의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에서 음주하지 않거나 우울이

약 20%가 금연했지만, 다음 해부터 금연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

없는 경우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 흡연량 또한 2015년은 감소하였지만, 2016년부터 점차 증
가하여 2017년 이후는 흡연량이 2014년 보다 오히려 더 많았
다. 흡연행태 변화에 따른 집단별 특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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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와의 비교
2015년 우리나라 담뱃값 인상 이후, 1년 이내에 금연 또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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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량 감소를 보였으며, 기존 흡연자의 약 20%가 같은 해에 금연

응하며,(23) 담뱃값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감소하고 사회경제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담뱃값

수준이 낮은 그룹은 가격에 더 민감하다는 미국, 영국의 이전 연

인상 후 흡연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흡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4,25) 미국에서 소득수준이 중위값

자의 3.8%가 금연, 22.8%는 흡연량 감소, 5.4%는 액상형 전자

이하의 사람들은 중위값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보다 담뱃값

담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7) 한국복지패널자료를 분석

에 4배 이상 민감하였고,(24) 영국에서도 담뱃값 인상은 낮은 사

한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담뱃값 인상 후, 금

회계층의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저소득층 또한 민

연한 비율이 20%였다.(20)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 여부

감하게 반응하였다.(25) 호주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

로 금연성공을 분석하였고, Lee와 Seo (21)연구에서는 금연시

중간소득 및 고소득층의 흡연율이 각각 2.6%p, 0.3%p 및

도 여부를 통해 금연성공을 분석한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0.2%p 감소하였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정책이 전반적인 담배 소

서 2015년 담뱃값 인상 정책 이후 흡연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비와 담배 사용의 보급을 줄이고 신규 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방

는데, 이는 흡연 행동과 담뱃세 인상 정책의 연관성을 평가한 기

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평등 감소와 공중 보건의 개선에 효과

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0)

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소득층 역시

OECD 평균 담배 가격은 한 갑당 $7.36 (한화 8280원)인 반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기존연구에서도

면에 우리나라는 $4 (한화 45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최근 10

담뱃값 인상 이후에 중간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에서 금연을

년간 담뱃값을 인상한 국가들의 흡연율 변화는 영국의 성인 남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21) 이는 고소득층 또한 담

성흡연율 7%p (200% 가격인상), 미국 3.7%p (22% 가격인상),

뱃값 인상과 같은 강화된 담배규제정책이 금연과 연관성이 있음

브라질 4.4%p (251% 가격인상), 멕시코 6.9%p (36% 가격인

을 시사한다. 반면에, 중간소득층의 경우 담뱃값 인상 이후에도

상), 터키 8.8%p (195% 가격인상)로 흡연율이 감소하였다. 미

지속 흡연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간소득

국의 경우 1983년 담뱃세를 2배 인상하였으나 흡연율 감소에

층이 담뱃값 인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으

큰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을 통해 흡

므로 비가격정책 등 보다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이 함께 수반되어

연율이 안정적인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호주는 담뱃세를 1996

야 함을 시사한다.

년부터 20년간 물가상승률(가스 및 가정용 연료, 빵, 우유 각각

본 연구에서 여성과 연령이 높을수록 금연할 가능성이 높았는

물가상승률: 181%, 76%, 3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인

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21) 하지만, 우리나라 흡연

343%까지 인상시켰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5%

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65세 이하 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해 볼

씩 담뱃세를 인상하였다.(22) 그 결과, 약 25년간 흡연율이 50%

때, 담뱃값 인상 이후 주요 흡연층의 흡연행태 변화가 적었던 것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정책을 통한 흡

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우리나라 남성과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

연율 감소 효과가 단기간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담뱃값 인

로 흡연행태와 특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

상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꾸준히 감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

음주를 하거나 우울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흡연할 가능성이

다.(10)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값 인상 직후 흡연율 감소가 나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의 흡연 및 음주 행

났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배 소비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

태,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문헌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고위

는 담뱃값 인상 이후 몇 년 동안 담뱃값은 유지된 반면, 물가는

험 음주자의 경우, 금연시도 중 재흡연 할 가능성이 높으며,(26)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담뱃값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

정신질환이 있는 흡연자의 경우 금연할 가능성이 낮았다.(27)

할 수 있다. 실제 인상된 가격이 수년째 유지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는 고위험 음주자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가격의 영향보

서는 해가 지날수록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향

다는 중독의 측면에서 금연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

후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다.(28,29)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흡연자들의 금연시도 및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니코틴 의존 치료와 함께 체계적 통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중간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과 고소
득층에서 담뱃값 인상 정책 이후에 금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합 관리로 점진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27)

는 저소득층 흡연자의 경우 담뱃값 인상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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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행태와 흡연량 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금연자, 지속 흡연자, 기타 흡

인상 이후, 여성,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에서 금연과 연관성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
요하다.

연자로 구분하였는데 기타 흡연자에 포함되는 재흡연자와
2016년 이후 금연자 집단 내 이질성이 존재하여 해석의 주의가

결

론

필요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해당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 추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흡연행태 변화와 관련요인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에서 중점추진전

파악은 연구기간을 담뱃값 인상 후 2년으로 한정하여, 담뱃값 인

략으로 비가격정책인 담배 광고ㆍ판촉행위 제한, 담배 등 니코

상 이후 장기적 추적관찰을 통해 어떤 특성을 가진 흡연자가 금

틴 함유 제품 및 흡연전용기구 규제, 간접흡연 차단, 흡연예방교

연을 지속하였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셋째, 본 연구에서 흡연행

육 및 금연치료 강화가 포함되었지만, 가격정책인 담뱃값 인상

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현재 흡연 여부’로 조사 시점

은 배제되었다. WHO FCTC 6조에서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

에서 흡연 여부를 묻는 문항인데, 조사 시점 이전 또는 이후에 흡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권고하고 있지

연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율이 과소 추정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만,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 농가 및 흡연자의 반대, 세수확대, 물

자료를 사용한 기존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

가인상 등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지만,(17) 현재 흡연보다는 조사연도 전체를 반영한 흡연행태

가격 인상 정책을 시행했던 것과 비슷하게 2015년 담뱃값 인상

측정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료의 한계

이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책의 효과가 점차 미미해

로 본 연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

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

배 사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2017년 우리나

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와 함께 새로운 흡연자가 유입되고, 기존

라에 출시되었고, 신종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

흡연자들은 금연이 아닌 신종담배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어 2017년과 2018년의 흡연율과 흡연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금연시도가 약화되고 있다. 향후 변화하는 물가와 신종담배 유

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인과성에 대한 해석의

입을 고려하여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가격 정책을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1년간 흡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담뱃값 인상 후, 여성, 노인계층, 저소

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이에 미치는 다른 요

득층에서 금연과의 연관성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금

인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간 내 담뱃

연 프로그램과 같은 비가격 담배규제정책 추진이 함께 이루어져

값 인상 정책 이외에도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또

야 할 것이다.

는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로 인해서 흡연행태가 변화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

감사의 글

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이전의
2-3개년도 추적자료를 활용하여 흡연행태를 비교하고 미측정
통제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추후에 필요하다.

본 논문은 대한금연학회 자유연구주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담뱃값 인상 후 흡
연자의 흡연행태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요

약

결과,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종합적으
로 살펴봤을 때 변화하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가격 정책을 꾸준

배경: 우리나라는 2015년 담뱃값을 80% 인상하는 정책을 실행

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2019년에 담배광고ㆍ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뱃값 인상 후 흡연행태의 변화를 확인

판촉 행위 제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담배 등 니코틴 함유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였다.

제품 및 흡연 전용 기구 규제 강화 등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4-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

였듯이, 비가격정책에 대한 꾸준한 이행과 정책 이행에 대한 모

으며,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행태 변화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뱃값

2014년 흡연자를 2018년까지 추적하였다. 흡연행태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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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연, 지속 흡연, 기타 흡연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인구사회적,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요인과 담뱃값 인상 후 2년 동안 흡연행태 변화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2014년, 2012명의 흡연자 중 담뱃값 인상 정책 시행 직후
1년 동안 19.7%가 금연을 하였으나, 이후 금연한 흡연자가 점차
감소하였고, 2018년 8.6%가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량
역시 2014년 15.53개비에서 2015년 14.85개비로 줄었지만,
2018년 15.95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여성과 노년층에서 금연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에서는 중간소득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이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결론: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율이 증가하고 흡연량은 감
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금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흡연량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은 집단에서 금연과의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추후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높이기 위해 이를 고려한 가격 정책과 비
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담뱃값, 금연, 담배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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