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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1791년, 미국은 전쟁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 생산된 증류주에 부과하는 “죄악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그 결과 폭동이 일어났다. 

 

조세 부담 

 

향후 200년 동안, 이런 형태의 세금은 담배, 도박, 마리화나, 설탕 첨가 음료 그리고 심지

어 비닐봉지까지 포함하도록 범위와 규모 모든 면에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죄악세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담배 한 갑당 연방

세와 주세의 평균 비중은 최종 가격의 44.3%나 됐다. 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

부 주에서도 지방 담배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

는 주세, 구세, 도시세를 모두 포함하면 담배 한 갑당 6.16달러를 세금으로 더 지불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의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당 세금으로만 5.8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지역에서 담배 한 갑으로 담배회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담배 한 갑당 세금이 높은 주들이다. 

 

10. 뉴 저지 - $2.70 

9. 캘리포니아 - $2.87 

8. 워싱턴 - $3.03 

7. 미네소타 - $3.04    

6. 버몬트 - $3.08 

5. 하와이 - $3.20 

4. 매사추세츠 - $3.51 

3. 로드 아일랜드 - $4.25 



2. 뉴욕, 코네티컷 - $4.35 

1. 워싱턴 DC - $4.50 

 

그리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호주는 담배 한 갑당 40호주 달러

(28미국 달러)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담배세는 한 

갑 가격의 86%를 차지한다.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역진세는 저소득층의 흡연을 거의 감소하지 못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담배세는 흡연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떨어

진다고 한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이미 소득이 낮은 사람이 결국 담배세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악세는 정부에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더 많이 제공할 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 그

들이 돕고자 의도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high-are-cigarette-taxes-in-your-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