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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친 영향

영문제목: The Impacts of Smoking Bans on Smoking in Korea

Abstract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potential harmful effect of second-hand or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s a result, smoking bans in workplace become 

more prevalent.  In Korea, workplace smoking ban policy become more restrictive 

in 2003 when National health enhancing law was changed.  Using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2001 and 2005 we examine the impacts of law 

change on current smoker and cigarettes smoked per day.  We compare indoor 

working occupations which are constrained by the law change and ourdoor 

working occupations which are less impacted.  The estimated impacts on current 

smoker is 4.6 percentage point decline and cigarettes per day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 o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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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외적으로 간접흡연이나 환경 속 담배연기가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업 공간 내에서 금연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서는 작업 공간 내 금연정책이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훨씬 강화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2001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강화된 금

연정책이 흡연율과 일평균 흡연 개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연법 강

화가 실내 작업 공간 위주인 점을 이용하여 법 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내근무

자 직업군과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실외근무자 직업군을 비교하였다. 추정결과 금

연법 강화로 흡연율은 4.6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였고 일평균 흡연 개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1.1개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의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성의 30%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의 성인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공중위생국장(Surgen General)의 1988년 보고서는 담배의 흡연을 니코틴 중독으로 분류

하였고 왕립대학 의사들(Royal College of Physicians)도 흡연의 주된 목적을 헤로인, 코

카인 등과 비슷한 중독성을 지닌 니코틴을 뇌로 빨리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

다 (세계건강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Tobacco Free Initiative).1) 이러한 흡연

자에 대한 직접흡연의 피해 이외에도 공중위생국장의 1986년 보고서와 국립과학원/국

립연구위원회(National Academy of Science/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특별연구팀

의 간접흡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속 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또는 간접흡연(Second-hand Smoke)을 비흡연자의 암이나 심장질환의 발생과 연결시키

고 있으며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서베이한 이후 환경 속 담배연기를 A급 발암물질로 1992년 

분류하였다 (Evans et. al., 1999). 이러한 증가하는 직간접 흡연의 우려에 대해 세계건강

기구에서는 1998년 7월부터 “담배 없는 세상 운동”(Tobacco Free Initiative)을 시작하면

서 전 지구상의 흡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조치들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1년 기준 52.9%로 OECD 30개국 중 가장 높으며 일

1) http://www.who.int/tobacco/research/cessation/en/



본이 52%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은 20.3%로 스웨덴의 18% 다음으로 낮은 성인남

성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성인여성의 흡연율은 5.4%로 OECD 국가 중 유일

하게 한자리수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성인여성이 14.7%로 두 번째로 낮은 흡연율을 보

이고 있다. 한국의 남녀를 합친 성인의 흡연율은 낮은 여성흡연율의 덕분에 30.4%로 많

이 낮아져 네덜란드 (34%), 스페인 (31.7%) 보다 낮게 기록되었다. (OECD 보건자료, 

2008)

세계적인 금연운동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금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

며 1986년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를 시작으로 직접 흡연을 줄이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일부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회사 내에 흡연구역설정에서는 휴게실과 흡연실을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이 51%이며 사무실이나 건물 내에 칸막이도 없이 흡연 장소를 마련한 

것이 13%로 사실상 거의 금연정책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백남원, 2002). 금연정책

의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 소비자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중

시설 중 금연을 잘 이행하고 있는 곳은 59.5%에 그쳐 상당수의 건물 내 금연 운동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설정된 대부분의 흡연구역이 칸막이도 없거나 계

단이나 화장실 등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정해놓은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되었

다. 또한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옥외흡연구역이나 독립되고 적절한 환기시스템을 

갖춘 곳은 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 1999)

또한, 금연정책으로 인하여 비흡연자의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감소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36%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이 역시 금연정책이 제대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백남원, 2002). 

앞서 언급한 1995년 9월 11일 제정, 시행된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제

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체적

으로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형식적이었던데 반하

여 2003년 4월 1일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제6조와 7조의 내용을 연면적 3천 제곱미

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당해시설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시설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

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및 로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사무실내의 실내흡연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증

진법 중 금연관련 내용은 2003년 개정 후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법률이 

되었다. 

이제까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사례들은 미국에서 근로사업장별 금연정책의 

시행이 흡연율이나 흡연량을 줄이는 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Evans et. al, 

1998) 연구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과들을 얻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금연정책 들이 



시행되었으나 이들 금연정책에 의한 흡연율이나 흡연량 변화의 효과를 인과관계의 측면

에서 분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 건물의 사무실을 비롯한 많은 실내 공간이 금연구역이 됨으로써 한국의 흡연

율과 흡연량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개정된 법이 지역적 구분 없이 한국내 거주하

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고 한국의 흡연율이 법 시행 이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

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의 시행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라 

하겠다.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과관계의 

분석 없이는 향후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과거 정책효과의 분석이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없음에 있다. 정확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대

조군(control group)을 이용하는 것이다. 비록 개정법이 국민 모두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공공장소나 실내에서의 금연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주

로 근무하게 되는 직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배달원이나 외근을 주로 하는 서비스직) 

이 금연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 그룹을 대조군으로 사용하면 개정법의 

효과를 엄밀히 측정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흡연율에 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성인흡연실태조사, 통계청의 사

회조사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세 자료에서 조사되고 있지만 개인

별 자료가 이용가능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표본을 유지하고 있고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

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나이, 교육 등 개인별 자료까지 포함하고 있는 조사는 국민건강영

양조사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전후인 2001년, 2005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2003년 건강증진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에는 최적의 자료이다. 

제 II장에서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문헌들을 간단히 고찰하고, 제 III

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금연정책들을 정리해 보고 제 Ⅳ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

용될 자료와 종속변수, 주요 독립변수들을 설명하고 이어서 마지막장에서는 결론을 이

끌어내도록 한다.

Ⅱ. 문헌연구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몇몇의 금연과 관련된 논문들이 있다. 백남원 외 (2002)는 정

부의 금연정책에 의한 개인별 환경 속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추

출하여 개인별 니코틴 배지를 이용하여 5일간 실제로 측정하였다. 또한 199명에 대해 

금연정책 시행수준 인식여부, 비흡연자의 노출이 금연정책이후 감소되었는지, 금연정책

의 효과 정도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제 측정을 통해서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곳의 환경을 비교하고 그 시행수준과 문제점을 밝히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금연정책 이후 흡연량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97.5%가 변화가 없다고 대답하여 금연정책의 실시여부와 흡연량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이 한국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겠다. 실측 조사가 11개 장소에서 총 1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성 

유지를 위한 표본추출방법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설문의 경우에도 질문에 대해 주관적으

로 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준(2001)은 담배의 수요모델을 담배인삼공사의 1960년부터 1997년까지의 담배

생산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함

에 있어서 과거의 소비가 현재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

로써, 담배는 그 중독적 성질로 인해 과거소비가 현재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

을 확인하였고 담배가격의 10%상승은 담배소비를 2.7%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

였다. 담배의 유의성에 대한 경고문구 정책에 대한 더미변수는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담배경고 정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나

타내는데, 아마도 담배경고 그 자체가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는데 설득적이지 못했

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논문은 합산된 자료를 사용함으로 개인별 담배 소비를 결정

짓는 특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정애숙(2001)은 1998년도를 전후한 60개국을 횡단면으로 분석하여 역시 담배수요모

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담배의 평균가격, 1인당 GDP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광고

나, 판매규제 등 제도적 규제를 변수화하여 규제가 담배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변수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실질GDP가 높을수록 1인당 담배소비량이 증가하는 반면, 담배의 평균가격이 높을수록 

1인당 담배소비량은 감소하였다. 반면, 제도적 규제는 비교적 강도 있는 규제를 하고 있

는 한국의 경우, 15세 이상의 1인당 연간 담배소비량과 15세 이상의 성인남자 흡연율은 

분석대상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게 나타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내

리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가진 제도적 규제가 얼마나 정확히 일관

성 있게 측정되었느냐, 또는 실제로 이러한 규제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느냐가 계량

화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외에서는 금연정책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구한 예들이 

있다.  Petersen 외 (1988)에서는 코네티컷주에서 실시된 사무실에서의 금연정책이 흡연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1,260명의 샘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로는 담배를 끊

지는 않았지만 담배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ongo 외 (1998)의 연구는 미국에

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부문중 하나인 병원이 병원인증 연합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의 정책에 따라 1993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인증 병원들이 금연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금

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서베이하여 

금연정책 시행 5년 후에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보였다. 또한, Biener 외 (1989)는 1985년 금연정책



을 실시한 한 대학병원과 주변에 있는 금연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대학병원을 비교

하여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6개월 1년 뒤의 샘플 조사에서 흡연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직장 내 흡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업장에서의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

석하는 데 그치고 있었던 데 반해 Evans 외 (1999)는 미국 전국을 대표하는 샘플에 대

해 1991년과 1993년에 조사된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의 직장 내의 금연정책

에 대한 설문과 흡연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직장 내 금연정책이 흡연율을 5.7 

percentage point 감소시키며 일평균 소비는 2.3 개비 감소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직장규모를 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

할 때 흡연자는 흡연이 허용된 곳으로 비흡연자는 금연이 시행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앞서 추정된 모델의 추정치를 왜곡시키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결론으로는 직장을 

구할 때 흡연가능여부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심하지는 않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금연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없었으며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중

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더군다나 최근 금연정책을 여러 형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종전 

금연정책의 효과를 아는 것은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본 논문이 기여하

는 점이다.

Ⅲ. 한국의 금연정책들

한국의 금연정책은 현재까지 대체로 3가지 방면으로 진행되어왔다. 첫째, 교육 홍

보정책이다. 1986년 담뱃갑에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하였고 1980년대에는 보건교육차원

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정도였다. 1998년 일반인에게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및 금

연교실을 실시를 시작으로 2000년부터는 보건소, 사업장, 학교 등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

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소 사업담당자, 군·직장·학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자 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이동 금연 교육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을 원하는 모든 흡연자에게 무료로 금연상

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부터 시작된 금연 공익광고가 TV뿐 아니라 라디오, 극장,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터넷 금연 홍보를 함께 추진하면서 

KBS, SBS, MBC가 TV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전면 없애는데 동참하였고, 영화 속에서

의 흡연 장면을 자제하도록 영화 속 흡연 장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04년부터는 

금연 관련 다큐멘터리와 청소년 금연콘서트 등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 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과 시사성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금연 관련 방송물을 기획, 포스터,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 대상자별로 세분화하여 

기획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한 금연사업예산은 1998년 7억 규모에서 2004년 80억 규모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금연상담전화 등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사업예산도 312억

으로 편성되었다.

두 번째 정책은 가격정책이다. 담배 가격에는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부가가치

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경폐기물 부담금, 엽연초생산안정화부담금 등의 조세와 부담

금이 부과된다. 담배가격은 1994년 이후 7차례 인상되었고, 특히 2004년 12월 30일 한 

갑에 354원의 국민건강부담금을 징수해 갑당 500원(약 29%)으로 인상되었다.

세 번째 정책은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1990년에는 공중위생

법을 개정하여 각종 의료기관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

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백남원 외(2002)와 한국소비자연맹 

(1999)의 연구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금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백남원 

외(2002)에 따르면 회사 내에 흡연구역설정에서는 휴게실과 흡연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51%이며 사무실이나 건물 내에 칸막이도 없이 흡연 장소를 마련한 것이 13%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1999)의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의 공중시설 중 금연을 잘 이행하고 

있는 곳은 59.5%에 그쳐 상당수의 건물 내 금연 운동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옥외흡연구역이나 독립되고 적절한 환기시스

템을 갖춘 곳은 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 1999)

이에 반하여 2003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제7조에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야 되는 곳을 사무실, 회의장, 강당 및 로비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무 장소에서

의 금연이 보다 강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개정된 법의 일부이다.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

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

축물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

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

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또한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교통관련시설 및 국내선 항

공기,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등에서 금연구역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에 흡

연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2006년에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

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요약한 세 가지의 금연정책 중에서 세 번째 금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한 2003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정책이 국내전체의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Ⅳ.  실증분석

1. 분석자료

현재 한국에서 흡연에 대한 조사는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인 흡연실태조사, 통계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조사 그

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다. 성인 흡연실태조사는 

매 분기별 성인 남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연 및 금연 실태와 금

연정책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응답자의 특성 및 간접흡연에 대한 견해 등을 묻고 있다. 

사회조사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되, 흡연에 경우엔 20세 이상을 조사대상

으로 선정한다. 약3000가구를 표본으로 흡연행태는 1999년, 2003년, 2006년까지 4년 주

기로 조사되었으며 흡연여부와 흡연량, 금연시도 여부와 실패 이유 등을 조사한다. 국민

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국가단위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관한 조사로서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2001년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마지막 조사가 이루어졌다.2) 

이들 조사 중 2003년의 강화된 금연법 개정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본 연구를 위해 여타 자료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표본의 숫자가 커서 대표성이 보장되며 개인별 자료라는 점이

다. 흡연여부와 흡연량은 소득, 연령, 성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소비여부와 소비

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별 자료가 훨씬 정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금연법 강화 전후인 2001년과 2005년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3)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가 본 

2) 4기 조사 자료는 2009년 2월 현재 연구자에게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다. 

3) 1기 조사 자료를 추가하여도 논문의 결과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원하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보건의식행태조사는 조사요원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개인별

로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흡연, 음주, 운동, 비만, 안전 의식 등을 조사하였다. 

보건의식행태조사를 위해서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바탕으로 200개의 표본 조사

구를 추출하여 각 조사구당 20∼26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문항에는 현재 흡연여부와 일평균 몇 개비를 흡연하는지를 질문 하였다. 또

한 개인별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별 소득, 직업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분석모형

본 논문에서는 실내금연의 흡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다중회귀분

석모형을 사용하였다.

Yit=β0 + β1 Xit+ β2 Smokingbant + θt + δi + εit

Yit 는 개인별(i) 연도별(t) 흡연여부 혹은 흡연량을, X는 교육수준, 나이, 나이의 제

곱, 성별, 가구별 소득, 교육정도이다. 여기에 연도별 담배가격 인상과 같은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 θt를 추가하였다. 직업별로 있을 수 있는 흡연에 대한 근본적

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직업군 더미(δi)를 고려하였다. 

전체 샘플 중 2003년 금연법 강화와 관련이 있는 근로자만을 분석하기 위해 만 나

이 20세 이상 65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직업은 전문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 기능단순노무직, 군인, 학생/재수생, 주부(집안일, 

가사), 무직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 중 샘플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 학생/

재수생, 주부, 무직과 농어업 종사자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는 군인, 농어업 종사자의 경

우를 예를 들어 보면 군부대나 외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어 그 지역적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자료가 없어

서 이들을 제외시킴으로써 보다 비슷한 샘플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을 금연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근직과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외근직으로 

나누어 금연법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행히 2005년 조사인 제3기 조사에서는 각 

개인에게 다음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일하시는 직장 내 작업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그 답변 중 작업공간

내 절대금연을 1로 일부 장소 흡연 허용이나 모든 장소 흡연 허용을 0으로 놓고 직업군

별 작업 공간 내 흡연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전문행정관리직은 67.9%의 사람들이 작

업 공간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사무직도 62%가 작업 공간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직업군은 내근을 주로 하는 직업군으

로 분류되었다. 반면, 판매서비스직과 기능단순노무직은 40.6%, 39.6%만이 작업 공간 내

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대답하여 이 두 직업군을 외근직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내근직을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으로 정의하고 1로 정하였으며 판매서비스직과 기능

단순노무직은 내근직 변수를 0으로 구별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하면 대조군(control 



group)에 실제로는 금연법 강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treatment group 에

도 반대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효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Measurement error로 인해 과소 추정되어 나타

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3. 연구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흡연여부와 흡연량이다. 조사표상의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여 현재 흡연여부를 정의하였다. 매일 또는 

가끔 흡연한다고 답변한 사람을 흡연자로 정의하고 1로 두었으며, 과거에는 피우고 현

재피우지 않는 이는 비흡연자로 0으로 두었다. 흡연량은 현 흡연자를 기준으로 조사하

였고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피우느냐를 사용한다. 하지만, 하루 평균 60개비(5갑) 이상은 

잘못된 보고일 가능성이 있어 60개비로 변경하였다.4) 

나. 독립변수

가장 핵심이 되는 독립변수는 smokingban으로 이는 금연법 강화이후의 내근직일 

경우 1로 정의되었고 금연법 강화이후 외근직은 0 그리고 금연법 강화이전인 2001년에

는 모두 0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연법 강화의 효과를 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개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이 사용되었다. 연령은 만나이로 기입되었으며, 성별의 경우 남자는 1로 여자는 0으로 

두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및 

그 이상의 6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른다는 답변은 결측치로 두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만원단위로 답변자가 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998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자

에게 주어진 자료는 998만원으로 censor(top coding) 되어 있다. 따라서 998이라는 응답

에는 미국의 동일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잘린값인 998에 1.75를 곱하였다.5)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자료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분석에

서 보건의식 행태 조사의 개인별 가중치를 항상 사용하였다.

Ⅳ. 회귀분석 결과

아래의 <표1>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변수들의 기술통

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을 위해서 사용된 샘플은 앞에서 밝힌 조건 적용 후에는 

4)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변경에 따라 별로 변동하지 않는다. 

5) 이 역시 회귀분석 결과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다.



2001년과 2005년 조사에서 각각 약 4,100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첫 번째 열은 실내금

연 강화 전인 2001년 조사 자료이고, 두 번째 열은 실내금연 강화 이후인 2005년 자료

이다. 먼저 평균연령은 2001년의 경우 만 40세이고 2005년 또한 만40세로 별 차이가 없

고 남성의 비율은 59 퍼센트에서 61 퍼센트로 약간 증가하였다. 남성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전업주부가 샘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이하가 

감소하면서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이 32에서 37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

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214만원에서 272만원으로 4년간 27 퍼센트나 증가하였다. 

실내근무자와 실외근무자를 나누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직업군을 살펴보면 전문

행정관리직은 9.6%에서 10.1%로 사무직은 8.1%에서 10.1%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 두 직

업군은 실내근무자로 분류되었으며 판매서비스직과 기능단순노무직은 실외근무자로 분

류되었다. 판매서비스직은 2001년 17%에서 2005년 15%로 2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였으

며 기능단순노무직은 18.2%에서 22%로 비교적 큰 3.8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다. 

관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성비율, 월평균 가구소

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2001년과 2005년을 비교함

에 있어서 여기에서 관측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이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블록에서는 종속변수로 사용된 현재흡연여부, 흡연자들에 대해서만 계산

된 일평균 흡연개비 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계산된 일평균 흡연개피수를 2001년과 

2005년에 대해서 표시하였다. 먼저 성인 전체의 흡연율은 2001년 40.4%에서 2005년 

37.8%로 2.6%p 감소하였다. 흡연자들의 일평균 흡연개피는 2001년의 16.2개비에서 2005

년에는 약간 감소한 15.9개비이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 평균 흡연개피를 계산하

면 8개비에서 6개비로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에 남성을 보면 흡연율

은 2001년 64%에서 2005년 55%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된 

일평균 흡연개비는 13개비에서 9개비로 감소하였다. 이보다 훨씬 낮은 흡연율을 보이는 

여성의 경우에는 5.5%에서 7.4%로 2005년에 2001년 보다 흡연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일평균 흡연개피 수는 0.6개비에서 0.7개비로 증가했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Year

Variable 2001 2005

Mean Age 39.87 39.50 

(10.54) (10.71)

male 58.94 61.18 

No education 1.77 0.97 

Elementary Graduates 8.52 7.65 

Middle School Graduates 12.87 9.83 

High School Graduates 41.56 41.42 

College Graduates and over 31.57 36.66 

income 214.00 271.60 

Percent in job

    Indoor occupations

      Executive, administrative, etc 9.58 10.10 

       Administrative support 8.12 10.18 

    Outdoor occupations

       Sales occupations 17.28 15.10 

       Factory worker 18.20 22.01 

　 All

Current Smoker 0.404 0.378 

Cigarettes per day(smokers  only) 16.25 15.93 

　 (8.33) (9.06)

Cigarettes per day(all  workers) 8.03 6.03 

　 (10.02) (9.53)

　 Male

Current Smoker 0.647 0.572 

Cigarettes per day(smokers  only) 16.644 16.467 

　 (8.25) (8.95)

Cigarettes per day(all  workers) 13.301 9.408 

　 (9.94) (10.59)

　 Female

Current Smoker 0.055 0.074 

Cigarettes per day(smokers  only) 9.220 9.454 

　 (6.5) (7.83)

Cigarettes per day(all  workers) 0.581 0.699 

　 (2.77) (3.26)

Observations 4183 4113 

Note: Sample are restricted to worker age between 20 and 65. Occupations like military 

personal, farmer is droppe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ave 2 (2001) 

and wave 3(2005) is used. Executive,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support are 

classified as indoor workers. Sales occupations and factory workers are classified as 

outdoor workers. Standard deviations are in parenthesis. Income is household monthly 

income in the unit of 10,000 won. Sample weights are used for all calculations.



Table 2. Impact of smoking bans on current smoker

　 Current Smoker

　 (1) (2) (3) (4) (5) (6)

Smoking ban -0.162 -0.135 -0.107 -0.067 -0.056 -0.046

(0.014) (0.015) (0.016) (0.020) (0.025) (0.025)

Age 0.007 0.011 0.011 0.010 0.010 0.010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Age
2
＊100 -0.014 -0.019 -0.020 -0.020 -0.020 -0.019

(5.49e-05) (5.67e-05) (5.79e-05) (5.79e-05) (5.79e-05) (5.79e-05)

male 0.547 0.548 0.555 0.556 0.556 0.598

(0.009) (0.009) (0.009) (0.009) (0.009) (0.013)

logincome -0.080 -0.073 -0.071 -0.070 -0.070

(0.010) (0.010) (0.010) (0.010) (0.010)

Elementary Graduates 0.195 0.164 0.163 0.164

(0.046) (0.049) (0.049) (0.049)

Middle School Graduates 0.109 0.079 0.079 0.079

(0.042) (0.043) (0.043) (0.044)

High School Graduates 0.151 0.126 0.127 0.127

(0.034) (0.036) (0.036) (0.036)

College  Graduates and over 0.078 0.070 0.071 0.072

(0.034) (0.034) (0.034) (0.034)

occupation dummy Y Y Y

year dummy Y Y

Year*male Y

Observations 8293 8017 8015 8015 8015 8015

Note: Probit model is used and marginal change calculated at the mean is reported. 

No education is omitted group. 

Four occupation(executive,administrativesupport,sales,factoryworker) is considered. Survey 

wave 2 (2001) and 3 (2005) is used. Smoking ban rule is applied in 2003.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is. Sample weight are used.



<표 2>에서는 앞선 분석모형에서 회귀분석을 위해 설정한 식을 종속변수 현재흡

연자(흡연자면 1 비흡연자면 0인 이치변수, binary variable)로 놓고 분석하기 위해서 비

선형인 Probit 모형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들의 평균에서 계산된 한계효과 (marginal 

effect)를 표시하였다. 첫 번째 열에서는 이 논문에서 관심이 있는 금연법 개정과 만 나

이, 나이의 제곱, 성별만을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금연법 개정이 흡연율

을 16.2 percent point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25세에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

며 그 이후에는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샘플의 평균연령인 40세에서는 나이가 한 살 증

가함에 따라 흡연율은 0.05 percent point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흡연율은 여성에 비해 

평균 55 percent point 나 높다. 두 번째 열에서는 첫 번째 열에 흡연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또 하나의 요소인 가구당 소득을 로그를 취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하였으

며 그 결과 금연법 개정의 흡연율에 대한 효과는 13.5 percent point 고 낮아졌다. 첫 

번째 열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도 신뢰도 99%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흡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열에서는 교육정도를 추가하였으며 금연법 개정에 의한 흡연율의 변동은 이제까지 

보다 적어진 10.7 percent point 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교육정도 중 기준으로 잡힌 것

은 무학이며 교육정도에 따른 흡연율 변화는 단조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네 번째 열에서는 직업별 더미함수를 넣어서 특정 직업에 존재하는 

흡연율의 수준차를 제거하였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연법 개정에 따른 흡연

율의 변화는 앞서의 추정치 보다는 적은 6.7 percent point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열에

서는 사용된 2001년과 2005년에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흡연율에 공통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고려

하였다. 예를 들어 담배가격 인상 등이 있었다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연도 더미에 잡힐 것이다. 연도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금연법 개정에 따른 흡연율 변화는 이전 추정치 보다는 약간 줄어든 5.6 percent 

point 감소로 여전히 95 percent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서 사용된 샘플 수는 8,015개이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이 연도별로 수준을 보이는 

것이 금연법 강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연도와 

성별 더미를 곱하여 추가하였고 그 결과 금연법 강화의 효과는 4.6 percent point로 감

소하였고 90 percent 신뢰수준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

서 결과적으로 2003년 금연법 강화가 흡연율을 4.6%p 감소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3. Impact of smoking ban on Cigarettes per day

　 Cigarettes per day Cigarettes per day

　 Only smokers All adults

Smoking ban -1.528 -1.055

(0.674) (0.396)

Age 0.395 0.223

(0.113) (0.066)

Age
2
＊100 -0.386 -0.317

(0.138) (0.081)

male 7.487 12.81

(0.694) (0.241)

logincome -0.060 -0.596

(0.245) (0.153)

Elementary Graduates 1.066 2.175

(1.364) (0.688)

Middle School Graduates 0.981 1.563

(1.322) (0.677)

High School Graduates 0.332 1.799

(1.170) (0.596)

College Graduates and over -1.155 0.800

(1.096) (0.557)

occupation dummy Y Y

year dummy Y Y

Year*male Y Y

Observations 3396 7981

Note: OLS is used. No education is omitted group. 

Four occupation (executive,administrativesupport,sales,factoryworker) is considered. Survey 

wave 2 (2001) and 3 (2005) is used. Strict smoking ban rule is applied in 2003.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is. Sample weight are used.

다음으로 <표3>에서는 OLS를 이용하여 일일 평균 흡연량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 표에서는 앞의 <표2>에서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통제한 하에서의 모델결과만

을 발표한다. 첫 번째 열에서는 현재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금연법 개정이 얼마나 일일 

평균 흡연량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열에서는 비흡연자까지 포함하

여 일일 평균 흡연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추정치들을 그 모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첫 번째 열은 실제로 발생한 흡연량 감소에 주안을 두고 있고 두 번째 열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변화하는 것까지를 고려하여 흡연량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먼저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금연법 개정이 하루 평균 1.5개비를 덜 피우게 만드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흡연자들의 평균 16개비 흡연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10%의 흡연량 감소



이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의 금연법 개정에 따른 일평균 흡연 개비 수는 1.1개비 감소이며 역시 평균 흡연량 

4.8개비를 고려하면 23%의 흡연량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정치는 99% 신뢰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Table 4. Impacts of smoking ban, by gender

　

　

Current  smoker Cigarettes per day

Only smokers

Cigarettes per day

All adults

Male

Smoking ban -0.038 -1.408 -1.490

(0.032) (0.699) (0.638)

Mean 0.604 16.6 11.1 

Female

Smoking ban -0.028 -4.165 -0.497

(0.016) (2.642) (0.207)

Mean 0.065 9.359 0.646 

Note: see notes on Table 2 for the first column and Table 3 for the second and third 

columns.

다음으로 <표4>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현재까지 살펴본 흡연율과 흡연자

만으로 계산된 일평균 흡연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계산된 일평균 흡연량을 보고한다. 

윗 블록이 남성이며 첫 번째 열을 보면 금연법 강화가 현재 흡연율을 3.8%p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차가 증가하면서 통상적인 신뢰수준 범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아래 블록에 보고 된 여성의 경우는 90% 신뢰수준에서 유

의하게 2.9%p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같이 분석한 <표3>에서 보

고 된 추정치 보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서 한계효과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비선

형 모형인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6) 둘째 열에서는 남성의 경우는 일평균 

1.4개비 여성의 경우는 4.1개비의 감소를 보이나 여성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계산한 일평균 흡연량은 금연법 강화로 인하여 남성의 경

우에는 1.5개비 여성의 경우에는 0.5개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첫 번째 설문인 1998년 설

문을 추가하여 분석하여도 연도더미변수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하여 결과에는 거의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7)

6) 선형 모형인 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면 이런 현상은 사라진다. 하지만 Probit 모형이 확률을 0과 1

사이에 들어가게 만드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Probit 모형을 사용한다.

7) 이 결과를 보고 싶으면 저자에게 요구하면 개별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Ⅴ. 결론

국내외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직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

도 금연법을 강화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하여 강화된 

금연법을 보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의 복합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강화된 금연

법이 흡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변경된 

금연법이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시행되었으며 꾸준히 감소되어 온 흡연율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흡연율 감소가 이 법의 개정에 따른 효과인지를 측정하는 것

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실내에서의 금연 강화인 

점에 착안 실내근무자와 실외근무자가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점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실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강화된 금연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실외근무가 많은 직업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는 훨씬 적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샘플을 가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며 실

내 근무가 많은 직업 두 개와 실외 근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직업 두 개를 사용하여 

흡연율의 변화를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강화된 금연법의 영향으로 

흡연율은 4.6 percent point 감소하였으며 일평균 1.1개비를 덜 피우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게 되는 경우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일평균 흡연량

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여 금연법 강화가 흡연자를 금연토록 하는 효과보다는 흡

연량을 줄이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내근직과 외근직의 샘플에 기초한 것이

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반복적인 횡단면 자료가 아니고 한 사람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

조사자료 이었다면 그리고 작업공간내의 금연정책에 대해 금연법 강화 이전에 조사된 

2001년 조사표에서도 설문이 이루어졌다면 금연법 강화에 의한 흡연행태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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