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형태(관계자 표기): 복도식 □ 계단식 □                       아파트 단지 규모: 

성별 남 여 나이 만 가족 수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원래 피우지 않음

만약 귀하가 흡연자라면 금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참고로 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얼마나 간접흡연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단위로 응답해주십시오.   (       )분

아래에 적힌 문항들을 하나씩 읽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아래에 적힌 문항들은 흡연자만 응답하십시오. 비흡연자는 6번 문항부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2. 실외에서 비흡연자인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여 흡연이 망설여지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3. 귀하는 흡연하기 전에 그곳이 금연구역인지 살피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4. 평소 귀하의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금연구역이 많아지면 귀하의 흡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6. 귀하는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다  2) 거의 없다   3) 가끔 있다    4) 자주 있다

7. 복잡한 시내 길거리, 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의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
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8. 실외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9. 어린이, 청소년 및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외 장소(예: 학교운동장, 병원입구 등)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동의한다     4) 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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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방
지함으로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서울시의 간접흡연 제로서울 사업이 서울시민의 건강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도움이 된다     4) 매우 도움이 된다

11. 서울시가 간접흡연 제로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구역을 다수가 모이는 모든 공공장소로 확대하려는 정책에 동의
하십니까?  (      )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동의한다     4) 매우 동의한다

12.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3.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단지 내 공동구역은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4. 금연 아파트 지정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5. 금연 아파트 지정이 청소년 흡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6.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이나 통로에서 담배연기 냄새를 맡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17.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담배연기 냄새를 맡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18.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공터, 벤치 등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19.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장소(계단, 통로, 놀이터, 벤치 등)에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불쾌감을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20. 귀하의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장소(계단, 통로, 놀이터, 벤치 등)에서 담배꽁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