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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pilot study assessed secondhand smoke (SHS) exposure in smoking and non-smoking
nightclubs in Seoul, Korea by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2.5 µm (PM2.5).

Methods: This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nightclubs in Seoul. While one non-smoking nightclub
was measured on weekdays and weekends, different smoking nightclubs were measured on weekdays and
weekends. The concentration of PM2.5 was observed using a real-time monitor over an average of three hour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lubs was also estimated. Settled dust was collected in a smoking and a non-
smoking nightclub and analyzed for NNK concentration. 

Results: The PM2.5 concentration in the smoking nightclubs was higher than those found in the non-smoking
nightclub by 26 times on weekdays and three times on weekends. Indoor PM2.5 concentration was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people in the smoking nightclubs. Relatively high PM2.5 concentration was observed in the non-
smoking nightclub on weekends. NNK concentration in the smoking nightclub was 7 times higer than in the non-
smoking nightclub. 

Conclusion: Smoking in nightclubs caused high PM2.5 concentration. Although the non-smoking nightclub had
a lower PM2.5 concentration, PM2.5 concentration on weekends was higher due to the smoking room. Complete
prohibition of smoking in nightclubs can protect patrons from secondhand smoke exposure. 

Keywords: Indoor air, Nightclub, NNK, PM2.5, Secondhand smoke

I. 서 론

실내 환경에서의 간접흡연은 실내 공기 오염의 가

장 큰 원인이며 70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과 7,000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1) 간접흡연

에 의한 건강영향은 폐암,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 질

환 및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보

고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해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적인 실내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2012년부터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

터 면적이 150 m2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엽소, 일반음

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서 금연정책을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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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소의 면적이 100 m2

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위의 모든 음식점영업소에서 금연 정책이 시행 될

예정이다.2)

한국에서는 다른 여러 선진국가에서와 같이 모든

실내 공공시설에 금연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

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나이트클럽, 노래방 및

몇몇 유흥업소는 이러한 실내금연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이트클럽 내의

오염원으로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담배연기, 연무 등이 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

는 경우 호흡률과 심장박동수가 상승하게 된다. 따

라서 높은 호흡률과 심장 박동 수의 증가 때문에 나

이트클럽 내 오염원에 대한 노출이 더욱 커질 수 있

다.3) 나이트클럽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적게는 30

분 길게는 6시간이상 클럽에 머무르며 이들은 간접

흡연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나이트클럽은 술집과 마찬가지로 성인과 젊은이

들의 실내 담배연기의 주요 노출 장소이며, 유럽 7

개 도시의 간접흡연 노출연구 결과 나이트클럽에서

의 니코틴 농도가 기차역, 대학 캠퍼스 같은 공공

장소보다 훨씬 높게 검출되었다.4) 대부분의 나이트

클럽들은 지하에 위치하고 큰 음악소리의 차음을

위해 창문 같은 자연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다. 독일

에서 조사된 디스코텍(나이트클럽) PM2.5 평균 농

도는 음식점, 카페보다 5.3배 술집보다 3배 높았으

며 디스코텍 내의 사람 중 50-60%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멕시코의 연구에서 디스코텍

이용자의 뇨 중 Cotinine level은 디스코텍에서 간

접흡연에 노출되기 전 2.2 ng/ml였고, 노출된 후가

15.7 ng/ml로 증가하여 노출된 후에 생체 내 농도

가 7배 높게 나타났다.6) 그러나 우리나라 나이트클

럽에서 간접흡연에 관한 노출 연구는 아직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PM2.5)는 실내활동 및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실내흡연시 발생되

는 양이 다른 원인들에 비해 그 영향이 상당히 크

기 때문에 많은 실내 간접 흡연 연구에서 대표적 지

표로 사용되고 있다.7) 미국 켄터키 주에서 PM2.5의

측정을 통해 전면금연정책 전후의 간접흡연의 수준

과 금연정책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8)

간접흡연과는 다른 경로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은

흡연 시 발생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집먼지, 벽, 가

구 등의 표면에 흡착될 수 있으며 다시 공기 중으

로 배출 되어 실내 재실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이다. 3차 간접흡연의 지표로 니코틴, 1-(N-methyl-
N-nitrosamino)-1-(3-pyridinyl)-4-butanal(NNAL), 4-

(methylnitrosamino)-1-(3-pyridyl)-1-butanone(NNK)

등이 있다. NNK는 화학적으로 독성이 강하며 안정

적이기 때문에 3차 간접흡연의 지표로써 여러 연구

들에 사용되었다9,10)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 나이트클럽과 금연 나이트

클럽의 클럽 내 간접흡연 노출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미세먼지(PM2.5)의 측정과 먼지 중

NNK 검출치 측정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 정

도와, 나이트클럽 내 사람 수와 PM2.5 농도의 연관

성을 파악하였다. 이번 연구는 법적 금연정책이 부

재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율적 흡연 규제만으로 간접

흡연 노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2013년 10월 2일부터 11월 26일 사이 서울의 용

산구와 마포구의 흡연이 허용되는 나이트클럽 2곳

과 용산구의 금연 나이트클럽 1곳을 대상으로 하여,

실내 PM2.5 농도와 4-(methylnitrosamino)-1-(3-pyridyl)-

1-butanone(NNK) 검출량을 조사하였다. 측정시간은

21시부터 0시까지로, 나이트클럽 내 PM2.5 농도 측

정과 함께 10분 간격으로 클럽 내 사람 수를 관찰

하였고, 측정 위치는 사람들이 춤추는 무대를 대표

하는 무대 중앙으로 하였다. 나이트클럽 외기의 PM2.5

농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클럽 내부 측정 전과 후

10분 동안 클럽 앞 외부 측정을 하였다.

측정기기는 광산란 방식의 직독식 측정 기기인

Sidepak(Model AM510, TSI Inc., MN, USA)을 사

용하여 PM2.5의 질량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간격

은 1분, 공기 유량은 1.7 L/min으로 유지하였으며,

측정 전 모든 기기의 영점 보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자가 측정용 가방에 Tigon tube를 연결한 Sidepak을

넣어 측정 하였으며 측정 위치는 바닥에서 1 m 이

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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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pak으로 수집한 PM2.5의 실시간 농도 데이터

는 제조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TRAKPROTM

(Version 3.41, TSI, USA)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

았다. 수집한 PM2.5 농도는 2차 중량측정 농도이므로

Conversion factor(기기보정계수) 0.2958)를 사용하여

보정하였으며 그 단위는 µg/m3로 나타내었다.
SigmaPlot 10.0(Systat Software,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흡연, 금연 나이트클럽의 평일과

주말의 PM2.5 농도 분포를 Box plot과 실시간 그래

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PSS for Windows, version 21.0, USA), Microsoft

Office Excel 2010(Microsoft Corp, Redmond, WA,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흡연, 금연 나이트클

럽 내 10분간 이용자수와 10분 평균 PM2.5 농도를

일치시켜 사람 수와 평균 PM2.5 농도의 관계를 회귀

분석 하였다.

간접흡연의 지표인 NNK의 측정을 위해 클럽내부

와 흡연구역의 벽면이나 책상 위 먼지를 50% 메탄올

로 충분히 적신 면 솜으로 닦아내었다. 표준시료와 샘

플링 된 먼지의 전처리는, 표준시료 및 먼지 검체에

4 ml의 100 mM ammonium acetate(AA) 수용액을 첨

가한 후 15분 동안 voltexing하고 솜을 제거하였다.

이후 0.2 µm Nylon syringe filter로 필터링하고

Dichloromethane(DCM) 5 ml 첨가 후 90초간 voltexing

하고 실온에 30분간 방치하였다. 0.3% HCl 용액이

포함된 메탄올 50 µl가 들어있는 15 ml conical tube

에 DCM 층을 4 ml씩 옮겨 넣고 30초간 voltexing 한

후, 50oC에서 20분 동안 증발 건조하였다. 이를 10%

메탄올 용액이 포함된 10 mM AA 135 µl에 용리하여

작은 유리병에 옮겨 담고 LC-MS/MS로 분석하였다. 

LC-MS/MS(Agilent 1200 series) 분석 조건은 Mass
Spectrometry (Triple Quadrupole 5500, AB Sciex)

와 양이온 모드의 electrospray ionization(ESI)를 사

용하였다. 샘플 삽입 양은 10 µl로 하며 컬럼은
Poroshell 120 EC-C18 column(4.6×50 mm, 2.7 µm,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였다. 이동상(A : B)

은 Gradient elution AA in water : 10 mM AA in

methanol이며, Gradient elution (linear gradient)시 조

건은 유량 0.6 ml/min, Run time 10 min, Retention

Time 3.3 min으로 하였다.

III. 결 과

1. 흡연, 금연 나이트클럽의 PM2.5 농도 비교

흡연과 금연 나이트클럽에서 측정된 PM2.5 농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평일의 경우 산술평균 PM2.5

농도는 흡연 나이트클럽에서 438.9 µg/m3이었고, 금

연 나이트클럽에서 16.1 µg/m3로 흡연 나이트클럽이

27.3배 더 높았다. 평일 PM2.5 농도의 최고치는 흡연

나이트클럽에서 693.5 µg/m3이었고, 금연 나이트클

럽에서 23 µg/m3이었다. 주말의 경우 산술평균 PM2.5

농도는 흡연 나이트클럽에서 300.7 µg/m3이었고, 금

연 나이트클럽에서 94.5 µg/m3로 흡연 나이트클럽의

농도가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주말 PM2.5 농도의

최고치는 흡연 나이트클럽에서 808.9 µg/m3이었고,

금연 나이트클럽에서 360.5 µg/m3이었다. 금연 나이

트클럽의 평일과 주말의 PM2.5 농도는 각각 16.7±

2.3 µg/m3, 94.5±64.7 µg/m3이었고, 평일과 주말의 평

균 PM2.5 농도의 비는 5.7배로 주말이 평일보다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흡연 나이트클럽 내 사람 수에 따른 실시간

PM2.5 농도의 연관성

2개의 흡연 나이트클럽 내 사람 수와 실시간 PM2.5

Table 1. PM2.5 concentrations (unit : µg/m3) in smoking and non-smoking nightclubs during weekday and weekend

Weekday Weekend

Smoking* Non-smoking Smoking* Non-smoking

AMa±SDb 438.9±128.0 16.7±2.3 300.7±163.2 94.5±64.7

GMc(GSD)d 417.8 (1.4) 16.6 (1.1) 247.0 (2.0) 97.6 (2.5)

Mine 176.1 13.0 51.6 13.0

Maxf 693.5 23.0 808.9 360.5
aAM: arithmetic mean; bSD: standard deviation; cGM: geometric mean; d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eMin: minimum;
fMax: maximum 
*: Smoking nightclubs in weekday and weekend we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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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평일에 측정한 흡연 나

이트클럽의 경우, 22시 30분에 63명으로 나이트클럽

내 가장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급격

히 사람수와 PM2.5 농도가 감소하였다. 주말에 측정

한 다른 흡연 나이트클럽의 경우, 지속적인 이용자

수의 증가를 보였고 최종적으로 측정이 종료되는 0

시에 클럽 내 사람수는 104명 이였다. PM2.5 농도는

22시 55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이후 최고

치보다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농도로 유지되었다. 

평일과 주말의 흡연나이트클럽 내 10분간 이용자

수와 10분 평균 PM2.5의 농도는 연관성이 높았다.

사람 수와 PM2.5 농도의 상관성(R2)은 평일과 주말

에 각각 0.61, 0.60로 서로 비슷한 상관성을 보였다.

회귀분석식은 평일의 경우 y=6.8697x+180.77, 주말

의 경우 y=3.6712+144.55로 평일은 클럽 내 이용자

1명 증가 시 PM2.5 농도가 6.9 µg/m3 증가하였고 주

말의 경우 3.7 µg/m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 금연 나이트클럽 내 사람 수에 따른 실시간

PM2.5 농도

흡연 나이트클럽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주말의

금연 나이트클럽 내 사람 수와 실시간 PM2.5 농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는 금연 나이트클럽의 주

말 그래프만을 나타낸 것인데 평일의 경우 나이트클

럽 내 이용자수가 매우 낮아서 클럽 내 사람수 증

감에 따른 PM2.5 농도 변이가 거의 없었다. 주말에는

사람수의 증감에 따라 PM2.5 농도변화는 같은 추이

를 보였고, 22시 50분을 기점으로 사람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PM2.5 농도도 함께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측정이 종료되는 0시에 클럽 내 사람수는 155명이

었다. 금연 나이트클럽이지만 흡연자를 22시, 22시

20분, 23시 40분에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간

대에는 낮은 사람수와 상관없이 PM2.5 농도가 고농

도로 측정되었다.

4. 흡연, 금연 나이트클럽의 NNK 농도 비교

Table 2는 흡연 나이트클럽과 금연 나이트클럽의

클럽내부와 흡연구역의 먼지 1 mg 당 NNK pg 검

출치를 나타내었다. NNK 검출 수준은 클럽내부에

서 흡연 나이트클럽이 높았지만, 흡연구역에서는 금

연 나이트클럽이 더 높았다. 흡연, 금연 나이트클럽

의 클럽 내 NNK 검출치는 각각 2019.2 pg/mgdust,

287.3 pg/mgdust로 흡연 나이트클럽이 7.1배 더 높았다.

흡연, 금연 나이트클럽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흡연구

역의 NNK 검출치의 경우, 각각 4835.4 pg/mgdust,

Fig. 1. Temporal profiles of PM2.5 concentra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in smoking nightclub in (a)
weekday and (b) weekend.

Fig. 2. Temporal profiles of PM2.5 concentra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in non-smoking nightclub
during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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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2 pg/mgdust로 금연 나이트클럽이 1.5배 더 높았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 평일과 주말에 흡연 나이트클럽에서

PM2.5 농도가 금연 나이트클럽 보다 각각 26.3배와

3.2배 더 높았다. 이는 나이트클럽에서 흡연으로 인

해 미세먼지(PM2.5)의 농도수준이 상당한 영향을 받

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실내 간접흡연 연구

중 흡연이 관측되는 호프집의 평균 PM2.5 농도는

103.4 µg/m3이었고, 흡연이 관측되지 않은 호프집의

평균 PM2.5 농도는 49.7 µg/m3로 흡연이 관측된 호

프집의 PM2.5 농도가 약 2배 높았다.1) 오스트리아의

카페, 바, 술집, 식당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연구에서

흡연이 허용된 장소의 PM2.5 농도는 320.9 µg/m3이

었고, 금연 장소의 PM2.5 농도는 10 µg/m3로 흡연 장

소의 농도가 금연 장소보다 32배 높았다.11) 많은 연

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흡연에 의해 실내 PM2.5

농도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흡연 나이트클럽의 평균 PM2.5 농도는 주

말에 300.7 µg/m3, 주중에 438.9 µg/m3이었다. 독일

의 나이트클럽 실내 공기 중 평균 PM2.5 농도는 1210.1

µg/m3으로 본 연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5) 독일

에서 조사된 10개 나이트클럽 내 평균 사람 수가

180-1200명인 범위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클럽 내

평균 사람 수인 39-83명보다 4배에서 14배 가량 많

다.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흡연자의 수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독일의 클럽에서 더 높은 농도수준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다른 나이트클럽 내 평

균 PM2.5 농도는 1074.9 µg/m3였는데,12) 광산란 측정

기기의 측정오차를 보정해주지 않아 과대 농도가 보

고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보정계수 0.295를

이용하면 농도는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317.7 µg/m3

로 본 연구에서의 PM2.5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이트클럽의 PM2.5 농도수준이 국내 다른 다중이

용시설보다 매우 높았으며 그만큼 간접흡연의 노출

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국내 흡연이 가능한 장소

에서 평균 PM2.5 농도는 PC방에서 84.1 µg/m3,13) 백

화점 내 조리구역과 비조리구역에서 각각 53.8 µg/m3,

38 µg/m3이었다.14) 국외의 경우 흡연이 허용된 식당의

평균 PM2.5 농도는 157 µg/m3, 교통수단 127 µg/m3 이

었다.15)

평일 흡연 나이트클럽의 경우, 사람수가 더 많았

던 주말 흡연 나이트클럽보다 더 높은 평균 PM2.5

농도수준을 보였다. 평일 흡연 나이트클럽 측정 당

시 21시부터 22시 21분까지 공연이 있어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정적인 활동을 하며 음주나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흡연 나이트클럽

의 평일 PM2.5 농도의 경우 클럽 내 공연이라는 평

상시와 다른 조건의 환경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

문에 평일 흡연 나이트클럽의 PM2.5 농도는 실제 수

준과 다를 수도 있다. 주말 흡연 나이트클럽의 사람

수는 측정이 종료되는 0시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

였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추가 연구에서 주말의 나이트클럽 측정 시간을 0시

이후로 연장한다면 더욱 정확한 간접흡연 노출의 평

가가 가능할 것이다. 

흡연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실내

PM2.5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사람의 수가 많아

질수록 흡연자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선행연구에서 클럽 내 이용자의 50-60%를

흡연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5) 따라

서 클럽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클럽 내 평균

PM2.5 농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증가에

따른 PM2.5 농도 증가율은 평일이 주말의 2배로, 평

일의 나이트클럽 이용자들이 주말보다 담배 필 확률

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평일에는 나이트

클럽 내 공연이 있어 공연시간 동안 사람들이 휴식

을 하며 흡연을 더 많이 하였고, 주말에는 클럽 이

용자들이 무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춤을 추며 춤을

추는 동안은 흡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

각된다.

금연 나이트클럽의 경우 주말의 농도가 평일보다

5.7배 높았으며 흡연 나이트클럽보다는 낮은 수준이

지만 주말 평균 PM2.5 농도는 94.5 µg/m3, 최고치

360.5 µg/m3로 클럽 내 금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Table 2. NNK concentration(unit : pg/mgdust) in smoking
and non-smoking nightclubs

NNK pg/
mg settled dust

Nightclub
indoor

Smoking
area

Smoking* 2019.2 4835.4

Non-smoking 287.3 7422.2

*: The smoking nightclub was measured in wee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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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NAAQS)의

PM2.5 농도 기준인 35 µg/m3 보다 훨씬 높은 농도수

준을 보였다. 이는 클럽내부가 금연이었지만 화장실

로 통하는 복도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

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흡연구역 입·출입 시 흡연

구역의 담배연기가 나이트클럽 내로 유입되어 클럽

실내 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말 측

정 시간 동안 클럽 내 3명의 흡연자가 있어서 완전

한 금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또한 클럽 실내

농도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사료된다. 

NNK는 3차 간접흡연의 지표로16) 흡연 나이트클럽

과 금연 나이트클럽의 흡연구역에서 매우 높은 농도

를 보였다. 이는 이들 장소에서 흡연이 일어나고 있

음을 입증한 것이다. NNK는 간접흡연과 연관성이

높으며 금연을 하는 19개 집 중 16곳에서 NNK가

검출되지 않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10) 그러나

본 연구의 금연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NNK가 검출되었는데, 금연 클럽 내부가 금

연임에도 흡연실의 완벽한 공간적 분리와 클럽 내

금연이 이루어지지 못해 나이트클럽 이용자들을 간

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측정 당시 나이트클럽 내 사람수의

평균은 157.7명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으

나 이 이용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

고 있다. 서울시내에 금연 나이트클럽은 1곳만 존재

하므로, 다양한 금연 나이트클럽의 농도수준을 비교

할 수 없어 평일과 주말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흡

연 나이트클럽의 경우 제한적인 시간에 좀 더 다양

한 흡연 나이트클럽의 농도수준을 비교하고자 평일

과 주말에 다른 나이트클럽을 갔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의 농도 비교는 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탐색

연구이므로 노출농도의 대표값을 얻기 위해 반복 측

정하지 않아서 실제 나이트클럽 내 PM2.5 농도의 정

확한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

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나이트

클럽에서 간접흡연 노출 농도수준을 파악하여, 새로

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흡연유무와

금연 나이트클럽의 평일과 주말의 사람수에 따른

PM2.5 농도와 NNK 검출치 비교로 나이트클럽의 간

접흡연에 대한 선행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측정반복횟수 증가, 측정장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면 더 정확한 간접흡연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흡연과 금연 나이트클럽의 미세먼지(PM2.5) 측정을

통해 흡연 나이트클럽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미세

먼지(PM2.5)의 노출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금

연 나이트클럽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흡연실에서의 흡연이 클럽 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이번 탐색연구를 바탕으로 나이

트클럽에서 미세먼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내

금연의 실시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감소 수준에 대

한 추가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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