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주택에서의 2차 흡연

3차 흡연(THS)이란 실내 흡연 후에 남아있는 담배 연기 
잔여물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담배 연기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벽, 가구, 바닥과 같은 실내 
표면과 머리카락, 피부, 옷 표면에 붙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독성 잔류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몇 년씩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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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미치는 위험
3차 흡연은 흡연 잔여물이 공기와 
반응하여 추가 오염 물질을 
생성하고 그 물질이 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면서 특정한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킵니다.1 

3차 흡연(THS)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여물의 성분이 
변화하면서 점차 독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1,2

3차 흡연으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간의 세포와 DNA가 
손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천식 및 암과 같은 장단기 
건강 문제와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3

누가 가장 취약합니까? 

흡연이 허용되는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3차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2

영유아는 바닥에 기어 다니거나 놀면서 
3차 흡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1 

아기는 장난감이나 집안의 
물건을 입에 넣으면서 3차 
흡연에서 생성된 화학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1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3차 흡연에 
더욱 취약합니다.1

공동 주택에서의 노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전 임차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을 수 있으므로 3차 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큽니다.4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는 담배 화학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

상당한 정도의 흡연이 있었던 장소에서는 3차 흡연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벽판 및 가구를 교체하는 등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5

주택 내 금연(Smoke-free Housing)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집안 및 공동 구역에서 금연 정책을 
실시하면, 임차인들을 3차 흡연에  노출되는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연 정책은 3차 흡연 
잔류물로 손상된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일반적인 청소 
방법으로는 3차 흡연  
잔여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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