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에서의 2차 흡연
2차 흡연(SHS)이란 담배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기와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로 이루어집니다. 이 연기는 비흡연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1 공공 주택에 사는 많은 사람이 특히 2차 흡연으로 피해를 입습니다.2
여기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포함됩니다.2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차 흡연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1

2차 흡연에는 포름알데히드, 비소,
시안화수소 등 수백 가지의 독성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

2차 흡연에 노출되는데 안전한 수준은 없습니다.1

건강에 미치는 위험

2차 흡연은 어린이와 성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2차 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1
• 기관지염 및 폐렴1
• 중이염1
• 천식 발작1

3 명 중1
5 명중2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흡연자 3명 중
1명 이상이 2차 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2

아동 5명 중 2명(흑인 아동 10명 중 7명
포함)은 2차 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2

가정에서의 2차 흡연

가정은 아동이 2차 흡연에
노출되는 주요 장소입니다.2

2차 흡연은 창문, 문, 벽,
복도, 환기구 등을 통해 집안
곳곳에 부유할 수 있습니다.2

주택 내 금연(Smoke-free Housing) 정책 지지

캘리포니아의 임차인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택
내 금연 정책을 지지합니다.

2차 흡연에 노출된 성인은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폐암1
• 심장병 및 뇌졸중1
• 호흡기 질환1

41,000명

누가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61%

미국에서는 매년 약 41,000
명의 비흡연 성인이 2차 흡연
노출 문제로 사망합니다.3

69%

임차인의 61%가 실내 금연을
지지합니다.4
임차인의 69%가 옥외 공용 구역에서의
금연을 지지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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