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에서의 전자 담배
일반적으로 ‘전자 담배(e-cigarettes)’라고 불리는 전자 담배 기기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e-liquid”라고 부르는 액상 니코틴을
가열합니다. 가열된 액상은 폐로 흡입되는 에어로졸을 생성합니다. 이런 기기는 전자 담배(e-cigs), 후카 펜(hookah pens),
베이프(vapes), 모즈(mod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됩니다.1
일부 전자 담배는 일회용이며 다른 전자 담배는 액상을 리필/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담배 액상은 종종 과일 맛이나
캔디 맛이 납니다. 이러한 맛과 향으로 인해 전자 담배는 10대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1

건강에 미치는 위험

전자 담배의 에어로졸은 일반 담배
연기와 마찬가지로 니코틴과 여러 유해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1

전자 담배 에어로졸에 함유된 일부
화학 물질은 암, 선천성 결함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

장기간 노출되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두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1

아동에게 유해함

전자 담배 액상은 풍선껌, 체리, 초콜릿과 같이 아동의
흥미를 끄는 맛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가 액상을
맛보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1

전자 담배 액상 니코틴을 삼키면 유독합니다.
소량이라도 아동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1

폭발 위험

전자 담배 배터리는
폭발하거나 화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2

전자 담배 기기가 폭발하면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습니다.2

강한 중독성

전자 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습니다.1

전자 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흡연자가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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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2015년 동안
고등학생의 전자 담배
사용은 열 배 증가했습니다.3

전자 담배를 이용하는 10대가
일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네 배 높습니다.4

주택 내 금연(Smoke-Free Housing) 정책에
전자 담배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8개 주에서는 임직원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업무공간, 식당, 바에서 전자 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3
전자 담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폭발 및 가정 화재
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2

전자 담배를 주택 내 금연
규정에 추가하는 것은
임차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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