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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으며 주변을 돌아보고 소중함을 일깨우
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을 실
천함과 동시에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외상등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코
로나19 외에도 감기 등의 감염병의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고 하니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과 발, 얼굴 등을 깨끗
이 씻고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겠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 þ 매년 5월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년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담
배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þ흡연의 폐해는 담배를 오래 피울수록, 많이 피울수록, 깊이 들이마실
수록, 일찍 시작할수록 심각합니다.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 담배의 일산화탄소는 뇌의 만성저산소증을 유발하여 학습능력을 떨어
지게 합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시작은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증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더 끊기 어려워집니다.
‣잦은 기침과 가래가 생기며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립니다.
‣입에서 악취가 심해서 가글,양치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담배사용 경험 및 시작연령(금연이슈리포트Vol74,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의 담배사용 연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
면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3.0세로 2011년부터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매일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으로 조사하는 매일 흡연시작 연령 역시 13.9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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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험 연령 역시 흡연경험 및 시작 연령과 비슷한 만 14.0세로 조사되어 특히 초등학교를 졸
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담배 사용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합니다.

금 연 서 약 서
나
은(는)
1. 세계 금연의 날은 언제인가요?
이제부터 나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을
2.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한 국제기구
나 자신과 친구, 가족들에게
이름은?
서약합니다.

2022년 월
학년

반

일

이름 :

3.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을 한가지
(서명) 이상 적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위대한 결심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금연할 사람>
학생과의 관계:
금연일: 2022년

성명:
월

(서명)

[힌트! 보건소식지 1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일

금연서약서에 서명한 학생과 5월보건퀴즈 정답을 맞추는 학생은 피로회복 비타민 증정!!
(준비한 비타민이 소진될때까지)

※정답지는 보건실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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