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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우리지역에서 중 ․ 고등학생 흡연 등 청소년 비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
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 중독 및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한두 번쯤의 흡연을 조기에 막지 못하면 청소년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한 금연 생활 및 소중한 아이들이 흡연 환경에 노출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교사(校舍)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담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담배 잎을 말려서 잘게 썰고 담배의 특유한 맛을 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데 특히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와 미립자 속에는 4000여종의 화학 물질이 나오며, 이중에는 발암물질이 20가
지 이상이 있다. 흡연 시 나오는 화학물질은 아세톤. 방부제. 살충제. 좀약. 암모니아. 부탄. 소
독제. 청산가리, 페놀, 비소, 다이옥신 등이 있습니다.

☞ 인체에 해로운 대표적 3가지 성분
· 타르 : 흑갈색 담뱃진. 맹독성이 있는 암발생 물질
· 니코틴 : 담배를 끊을 수 없게 하는 중독 물질 마약으로 분류
말초혈관 수축. 심장병의 원인
· 일산화탄소 : 연탄가스와 같은 물질. 혈액의 산소운반 방해.
기억력 감퇴. 만성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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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를 거절하는 방법은 ??

3.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힘드셔도 자녀를 위해 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볼 때는 가능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는 금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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