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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기업은  
어린이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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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맛이 첨가된 담배법 
 베이핑 조짐 알아내기
 청소년과 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변명에 대비하기
 청소년들이 사실을 알도록 돕는 방법
 내 아이가 중독되었다면?
 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응 활동 

베이핑, 청소년 & COVID-19
 * 출처

클릭 후 이동하기

간단한 전체 요약

담배 기업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담배의 풍미를 높이는 흥미로운 맛을 첨가한 베이핑으로 아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평생 니코틴 중독, 건강 문제와 영구적인 뇌 변형의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지난 2년 동안, 베이핑은 중학생 사이에서 218%, 고등학생 사이에서 135% 증가했습니다.

•96%의 캘리포니아주 고등학생이 맛이 첨가된 베이프를 흡연합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거의 7배 이상 가까이 니코틴 베이프를 흡연합니다

•1년 사이 젊은이들의 마리화나 베이핑 흡연은 58% 증가했습니다

•베이프를 흡연하는 청소년은 베이프를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3배 더 높습니다

•씹는 담배 또는 스누스 같은 무연 담배를 시도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평균 나이는 16세입니다

본 가이드를 사용하여 맛이 첨가된 담배와 베이핑으로부터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부모님, 학교 지도부 및 다른 의사 

결정권자들과 공유하십시오. 청소년들의 금연을 돕는 자료와 숨길 수 없는 베이핑 흡연 조짐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베이핑에 대해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과 학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강력한 담배 기업과 맞서고 

있는 지역 사회를 도울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베이프 및 멘톨 담배를 포함한 대부분 맛이 첨가된 담배의 소매점 판매를 
중단합니다.

담배 기업의 사망과 질병을 유발하는 맛이 첨가된 제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멘톨 담배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지역사회처럼 수십 년 동안 담배 기업에 의해 무자비한 표적이 되고 살해된 
지역사회를 보호합니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습니다. 위반 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담배 
소매업체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합니다.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유색 인종 지역 사회를 보호합니다. 이 법은 맛이 
첨가된 담배 제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려고 일부러 제정되었으며, 개인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해 처벌하거나 법률로 금하지 않습니다.

맛이 첨가된 시샤/후카, 12불 이상의 고급 시가와 루스 리프 파이프 

담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은 맛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중단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맛이 첨가된 담배법



닫힌 문 뒤로 달콤한 냄새, 과일 향 또는 멘톨 향이 
느껴지십니까?  

아이의 책가방 또는 방안에 낯선 플래시 드라이브나 
학용품이 있습니까? 혹시 작은 병이나 안약 병 같은 
것을 보셨습니까? 

처음 보는 충전기 코일 또는 배터리가 있습니까?

자녀가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구매를 했습니까?

자주 기분이 바뀌거나, 흥분, 불안, 충동성, 학습 
장애가 심해지는 등 자녀 행동에 변화가 있습니까?

자녀가 빈번히 두통 또는 어지러움을 호소합니까?

베이핑  
조짐  
알아내기



여러분의 자녀가 베이핑을 시도했던 안 했던, 
좋은 대화는 서로에게 혜택을 줍니다. 또한, 
좋은 대화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
가 베이프를 흡연하는 십 대들에 둘러 싸인 
기분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이프 하는 친구가 있니?

베이프가 궁금하니?

누가 베이프를 권유한 적 있니?

해보려고 한 적 있니?

만일 있다면, 하고 싶다고 했었니?

아니라면, 왜 안 한다고 했니?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
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단계를 지지해 
주십시오. 흡연에 압박을 느낀 적 있습니까? 
금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열린 대화는 
대형 강의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베이핑이 이렇게 빨리 확산했을까
요? 바로 맛 때문입니다. 베이프를 흡연하는 
96%의 캘리포니아주 고등학생이 맛이 첨가
된 베이프를 흡연합니다. 대부분 맛 때문에베
이프를 흡연한다고 합니다. 놀랄 것도 없이, 
흥미로운 맛으로 아이들이 베이프가 해롭지 
않게 느끼도록 속였습니다. 하지만 담배 기업
이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여
러분의 폐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맛은 
뇌가 “기분 좋을” 때 생성되는 화학물질인 도
파민을 변형 시켜 중독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멘톨을 포함한, 맛에 사로잡히는 
아이들이 담배 기업의 이익을 이해하도록 도
와주십시오.

아이(그리고 어른)는 니코틴에 중독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
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은 니코틴이 
뇌 독성물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뇌 연결 방식을 변형하여, 아이들
의 학습과 집중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니
코틴은 예민한 청소년기의 불안, 감정 기복 
및 흥분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니코
틴에 중독된다면 아이들은 다른 약물에 중
독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PAVe (베이핑 전자 담배를 반대하는 부모 
모임)을 방문하시고, 사실 정보가 담긴  
툴킷과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및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스탠퍼드 병원의 안티 베이핑 툴킷에서  
프레젠테이션, 워크 시트 및 활동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세요.

캘리포니아 교육국의 전자 담배 툴킷을  
확인하세요.

담배 기업이 아이들을 사로잡는 은밀한  
방법을 미국 심장협회 파트너십 웹페이지
에서 알아보십시오.

미 공중위생국장이 알려드리는 베이핑에 
관하여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확인하세요.

청소년과 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경청하기 맛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대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영어 웹사이트)

https://www.parentsagainstvaping.org
https://www.parentsagainstvaping.org
https://med.stanford.edu/tobaccopreventiontoolkit/E-Cigs.html
https://hcoe.org/wp-content/uploads/School-E-Cigarette-Toolkit.pdf
https://www.allmentalhealth.org/vaping
https://www.allmentalhealth.org/vaping
https://e-cigarettes.surgeongeneral.gov/takeaction.html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베이핑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명에 대한 부모들의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베이핑은 흡연보다 안전해요. 니코틴은 조금 흥분되는 거예요. 니코틴이 아니에요. 그냥 맛이 있는 
물이에요.

네 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베이핑을 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베이핑은 중독성이 있고, 뇌 기능을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된다.  
게다가 담배 기업이 베이프를 숨기기 쉽게 
플래시 드라이브처럼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베이핑은 전혀 안전하지 않단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일반적인 수증기가  
아니란다. 베이퍼의 실체는 금속, 미립자와 
유독성 화학 물질을 함유한 에어로졸이야. 
그리고 대부분 베이프는 일반적인 니코틴
이 아닌 니코틴 솔트를 사용한다고 해.  
솔트는 니코틴보다 더 쉽게 흡입하고  
더 빨리 흡수하게 만든단다.

니코틴은 뇌에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배출한
단다. 하지만 속아서는 안돼. 니코틴은  
신경독이고, 이 뜻은 뇌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이라는 거야. 너는 아직 어리고, 
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니코틴은 끊임
없이, 심지어 완전히 너의 뇌를 손상할 수 
있단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민트 맛, 과일 맛
이나 달콤한 맛은 거부할 수 없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성장하는 아이들 두뇌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독성 약물이
야. 담배 기업이 맛을 내기 위해 첨가한  
화학물질로 너의 폐도 손상할 수 있단다.

변명에 대비하기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어른: 어른: 어른: 어른:



베이핑에 대한 사실을 아이들이 스스로 확인하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들이 사실을 알도록 돕는 방법  

구글로 검색하세요    반복되는 역사   청소년 연합

청소년은 디지털 전문가로, 간단한 구글 검
색으로 담배 기업이 아이들에게 베이프 를 
어떻게 마케팅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있습
니다. 줄(Juul)과 다른 담배 회사들이 청소
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베이핑을 흡연하
도록 속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려면,  
먼저 관련 내용을 숙지하세요. 영어 기사  
자료 Juul bought ads on Cartoon 
Network, other youth sites, suit says 
또는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들이 조사한 줄 
(Juul)의 초기 마케팅 전략(영어로 제공)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영어로 제공되는 PDF 파일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속이는 아래의 마케팅 전략을  
지적해 주세요. 

젊은 모델들

그들의 신체 언어

그들의 의상

성적 매력

화려하고, 멋진 배경

소셜 미디어 전반에 걸친 해시 태그

음악 축제의 줄(Juul)의 존재

줄(Juul) 무료 샘플링 이벤트

줄(Juul)이 접근하려고 한 것이 누구인지 
아이들이 확인하게 하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위선을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은 담배 기업이 수십 년의 
긴 역사 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 있습니다. 
70년대 연방 정부는 방송에서 담배 광고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90년대에  
만화 “Joe Camel”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연방 정부는 맛이 첨가된 
담배(멘톨 제외)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비록 위험한 허점이었지만, FDA에 
의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스미스 소니언 사이트(영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담배 산업의 과거
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자 담배 기업이  
어떻게 담배 기업의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
지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청소년들이 직접 전염병에 대항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베이핑을 흡연하게 되어, 고등학생이 안전한 
행동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Friday Night Live(영어 웹사이트)에 접속
하시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찾아보십시오. 또한, 아이들에게 학교  
담당자 또는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여,  
다양한 참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과학 또는 건강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지역 봉사 시간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캘리포니아의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https://www.sfchronicle.com/business/article/Juul-bought-ads-on-Cartoon-Network-other-youth-15051873.php
https://www.sfchronicle.com/business/article/Juul-bought-ads-on-Cartoon-Network-other-youth-15051873.php
https://tobacco-img.stanford.edu/wp-content/uploads/2021/07/21231836/JUUL_Marketing_Stanford.pdf
https://tobacco-img.stanford.edu/wp-content/uploads/2021/07/21231836/JUUL_Marketing_Stanford.pdf
https://www.smithsonianmag.com/history/electronic-cigarettes-millennial-appeal-ushers-next-generation-nicotine-addicts-180968747/
https://fridaynightlive.tcoe.org


ASQ 한인금연센터에서 한국어로 전문적
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800-556-5564로 
전화하시거나, asq-korean.org를  
방문하십시오.

Kick It California금연 프로그램은 여러분
의 자녀(또는 본인)를 영어를 사용하는 숙
련된 상담원과 연결해 드립니다. 수신번호 
66819로 “I can quit” 문자를 보내거나, 
800-300-8086으로 전화하십시오.

나의 생활 나의 금연(My Life My Quit)에서 
풍부한 지식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코치에게 연락하십시오. My Quit의  
855-891-9989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
화하십시오.

이제 금연하세요(This Is Quitting)는  
청소년 문자 메시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수신 번호 88709로 DITCHJUUL 문자를 
보내십시오. 

청소년 금연 정보(Smoke Free Teen)는 
처음 며칠간 나타나는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포함된 금연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당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자녀와 베이핑
에 관한 상담을 문의하십시오. 의사들은 
보통 아이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잘  
설명합니다.

금연은 힘듭니다. 많은 니코틴 중독자들과 
회복 중인 중독자들이 말해주듯이, 보통 
한 번 이상 시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지속
해서 격려하고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단
계적으로 나아진다면 보상해 주시고 좌절
한다면 그 과정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아이가  
중독되었다면?

금연 프로그램에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하세요

앱 다운로드하기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협조 지원해 주십시오

https://www.asiansmokersquitline.org/quitnow/korean/
tel: 800-556-5564
https://www.asiansmokersquitline.org/quitnow/korean/
http://kickitca.org
tel:800-300-8086
http://mylifemyquit.com/index.html
tel:855-891-9989
https://truthinitiative.org/thisisquitting
https://teen.smokefree.gov


팬데믹 기간에도, 담배 기업은 청소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다시 문
을 열면, 교사와 학교 행정 담당자들이 주
의해야 할 점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뜻입
니다. 여기 학교가 베이핑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담배 제품”의 정의에 전자 담배가 포함된, 
담배 없는 학교(tobacco-free)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 및 기타 이행 절차  
마련합니다. 

본 가이드처럼 인쇄 가능한 자료 또는
FlavorsHookKids.org를 학교 관리자와 
공유하여 페이스북 페이지, 웹사이트  
혹은 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함께  
공유합니다.

교사, 카운슬러, 간호사, 코치, 관리인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자 담배와  
베이핑 기기 모양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 기기들의 모양은 항상  
변합니다.

스포츠 이벤트 및 기타 행사에  
“담배 금지” 표지판 게시 및 주의 사항을 
공표합니다.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갖추어 
담배 기업의 영향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내 간호사, 건강 카운
슬러를 방문하여 Kick It California 
(1-800-300-8086)와 앱(thisis-
quitting.com)을 이용하도록 장려합
니다.

 
공공 보건 전문가, 지역 내 의료진 및 법 
집행 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정보를 제
공 하는 가상 또는 대면 학부모의 밤 행
사를 주최합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 협회(PTSA)에 안티  
베이핑 결의안 채택 요청, 베이핑에 대
한 교육 세션 또는 활동 주최, 학부모와 
학생,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한 교육 포
럼 주최, 학생들이 베이핑하는 장소를 
자주 모니터링하여 학교 내 보안을 개선
하는 등 여러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응 활동

학교 행정 담당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우리는 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담배 기업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베이핑이 인간의 폐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흡연과 마찬가지로 베이핑을 피우는 것은 
세포와 기관의 폐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호흡기 감염을 
퇴치하는 신체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COVID-19가 곧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베이핑을 하는 모든 사람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흡연과 베이핑이 전염성이 강한 COVID-19가 
가장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바로 그곳, 폐 내벽의 
염증 진행과 관련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니코틴을 
베이핑하고,  COVID-19가 미국 내 소수 민족 집단을 
황폐화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
대, 특히 유색인종 청소년들은 더 심각한 COVID-19 
합병증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담배 기업은 이러한 인구 
계층에 이 치명적인 제품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솜사탕 맛이나 블루 라즈 
같은 어린이 친화적인 베이프 맛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공격적으로 멘톨 담배를 흑인 
지역사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담배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이익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COVID-19조차도 담배 기업이 끼치는 심각한 위해와 
심지어 사망을 초래하는 제품 홍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사업을 접을 때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흡연과 베이핑으로 인한 COVID-19 합병증에 관한 
UC Davis의 Dr. Tong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베이핑, 청소년 & COVID-19

https://www.undo.org/ko/disease/stop-smoking-covid
https://www.undo.org/ko/disease/stop-smoking-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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