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담배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합니까?
흡연은 돈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5명의 사망 중 약 1명은 흡연이 원인입니다. 사실,
알코올, 자동차 사고, HIV(에이즈 바이러스), 총기 및 불법 마약으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들의 수를 합한 것보다 흡연으로 인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합니다.

단지 사망만이 아닙니다. 흡연은 많은 면에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잇몸 질환 및 치아 상실

실명
(황반 변성)

담배 연기는 7,000
가지보다 많은
화학물질과 화합물을
함유합니다. 수백 가지는
독성이고, 최소한 69
가지는 암을 일으킵니다.
다른 건강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취/얼룩진 치아

백내장
(안구 수정체의 혼탁)

만성 폐쇄 폐질환 (COPD)

후각 및 미각 퇴화

천식

심장 질환
소화 궤양

발기부전
조기 폐경
저하된 수정능력

피부의 조기 노화
제2형 당뇨병

더 낮은 골밀도
(더 높은 골절 위험)

치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상처

류마티스 관절염

저하된 면역 체계 기능

증가한 많은 암의 발병 위험

간접 흡연은 어떻습니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있는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간접 흡연(Secondhand Smoke: SHS)
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간접 흡연은 가정, 직장, 학교,
자동차 또는 공공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내에서 흡연한 후에는 간접 흡연의 해로운 영향이
심지어 옷감과 가재 표면에도 여러 달 (그리고 때로는
여러 해)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에 대한 노출에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접 흡연은 아동과 성인에서 발병하는
여러 종류의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간접 흡연은 또한
심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비흡연자에서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간접 흡연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및 정서적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동의 성장하는 신체는 간접 흡연에 함유된
독소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담배 연기 없는 가정은 가족, 손님 및
반려동물까지도 지켜줍니다.

흡연은 얼마나 돈이 듭니까?
누군가 하루에 한 갑(20개비)을 흡연한다고 합시다.
미국에서, 담배 한 갑의 평균 비용은 $6.36입니다.
• 한 달이면, 그 비용은 약 $191입니다.
• 일 년이면, 그 비용은 약 $2,300입니다.
• 10년이면, 그 비용은 약 $23,000입니다.
출처: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담배 없는 아이를 위한 캠페인), 2018년 1월

금연은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쉽지 않지만, 금연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최고가 되려면,
금연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무엇에 맞서 있는 것인지, 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움을 받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금연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담당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1-800-QUIT-NOW(784-8669)번으로 quitline(금연 상담전화)에 전화하여
자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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