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학교의료원 간호부 

             금 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하세요. 

       한림대학교의료원 간호부와 함께 해요!  

[출처: 질병관리본부,보건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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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 담배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 흡연 시 폐를 통해 빠르게 흡수   

되어 뇌까지 7초 만에 도달 

• 담배가 탈 때 생기는 끈적한  물질     

•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 함유 

• 산소와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결합
을  방해 (저산소증의 원인) 

• 만성, 피로, 동맥경화, 조기 노화  
                                               초래 

주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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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르 
흑갈색의 진한액체 – 담배의 맛과향 

 
각종 독성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 함유 

 
각종 암과 폐질환 유발 

 
면역력 저하 

  흡연자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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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산화탄소 
 담배 연기의 대표적인 무색무취의 가스 

[연탄가스 중독의 원인가스]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 

[만성 저산소증 유발!] 

 심장과 폐가 더 많이 일하는 부담 

 동맥 혈관 손상, 심장 발작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장애 

 조기 노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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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니코틴 

  습관성 중독물질, 금단증상의 주원인 

 흡입 후 7초 안에 뇌에 도달 

- 신경전달물질 분비, 흥분, 진정효과 

- 재흡연 하도록 유도함. 마약과 같다 

- 콜레스테롤 증가 -> 동맥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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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질병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까지도  
     질병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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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비교해볼까요? 

  정상인의 폐   흡연자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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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비교해볼까요? 

   비흡연자의  흉곽     흡연자의  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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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해야 하는 20가지 이유 

1. 니코틴은 습관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2. 담배 속에는 몸에 해로운 수많은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3. 담배를 피우면 도로를 포장할 때 쓰이는 타르를 

                                              들이 마시게 된답니다.  

4.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몸에 흡수됩니다.  

5. 담배 속에는 청산가리수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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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해야 하는 20가지 이유 

6. 담배를 피우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답니다.  

7. 신체 조직은 처음 흡연을 시작할 때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8. 흡연은 몸의 세포를 질식 상태로 몰아넣어요.  

9.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시킵니다.  

10. 흡연은 심장병을 유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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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해야 하는 20가지 이유 

  11. 흡연은 호흡기 조직을 파괴합니다.  

12. 흡연은 태내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13. 담배를 피우면 피울 수록 금연이 어려워집니다.  

14. 담배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은 양이 적건 많건 피해를 

                                                                            줍니다.  

15. 담배를 피우면 외모가 추해지고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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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해야 하는 20가지 이유 

  16. 흡연하면 피부가 빨리 늙어요.  

17. 흡연하면 주위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18. 담배를 피운다고 멋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 금연하면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0. 담배를 끊으면 상쾌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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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좋은 음식  

  

  브로콜리, 콜리 플라워, 싹 양배추, 순무 

   “채소를 많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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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림대학교의료원 간호부가 함께 합니다.  

한림대학교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