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 정책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KBS방송문화연구소입니다.
  
저희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금연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알아보고 있습

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9월 10일(금) <KBS 9시 뉴스> 제작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전화: ○○○-○○○○

문1. 금연정책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1) 담배 가격 인상 

2) 금연운동 캠페인

3) 금연구역 추가 확대

4) 청소년 흡연 예방 

5) 담배 광고 전면 금지

6) 경고문구 강화

7) 금연치료 지원 센터

문2.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연정책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한다

3) 대체로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문3. 현재 담배에 붙은 세금은 소비량에 따라 종량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담배 소

비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존 세율 대신 담배의 세금을 매년 물가 상승률(2.8%∼3.0%)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한다

3) 대체로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문4. 귀하께서는 흡연을 하십니까?

1) 원래 안 피운다

2) 끊었다 

3) 흡연을 한다 (☞ 문6으로)



문5. 현재 2,500원 정도인 담배 가격이 얼마 정도로 인상되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3,000원 정도 

2) 4,000원 정도 

3) 5,000원 정도  

4) 6,000원 정도

5) 7,000원 정도

6) 8,000원 정도

7) 9,000원 정도

8) 10,000원 정도

9) 아무리 담뱃값을 올려도 금연하지 않을 것이다

-> 문5 응답자 ☞ 설문종료

문6. 귀하께서는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나 피우나요?

1) 5개비 이하

2) 6개비에서 10개비 정도

3) 11개비에서 1갑 미만     

4) 1갑 이상

문7. 귀하께서는 담배를 피운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년 미만

2) 1~2년 정도

3) 3~5년 정도

4) 6~10년 정도

5) 11년~20년 정도

6) 21년~30년 정도

7) 31년 이상

문8. 귀하께서는 현재 2,500원 정도인 담배 가격이 얼마 정도로 인상되면 금연할 의향이 있

으십니까?

1) 3,000원 정도 

2) 4,000원 정도 

3) 5,000원 정도  

4) 6,000원 정도

5) 7,000원 정도

6) 8,000원 정도

7) 9,000원 정도

8) 10,000원 정도

9) 아무리 담뱃값을 올려도 금연하지 않겠다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소득, 직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