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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베이핑 관련 중증 폐질환

버지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최근  
"베이핑"(전자 담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서 
생성된 연기를 흡입하고 내뿜는 행위) 경력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서 중증 폐질환을 
앓은 사례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증상
보고된 증상은 기침, 호흡 곤란 및 피로 등이며, 
수일 또는 수주가 지나면 증상이 더 악화되어 
호흡 곤란을 일으키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기타 증상으로 발열, 가슴 통증, 구역질 
및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이핑과 질환의 연관성
환자는 아프기 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베이핑을 보고합니다. 중증 질환을 호소한 
환자들은 다양한 베이핑 제품을 사용해 
왔으며, 어떤 특정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마리화나 오일, 
추출물, 또는 농축물("대빙"이라고도 함) 등을 
베이프했습니다. 전자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리(스트리트)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이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 되며 제조 업체가 
권하지 않는 물질을 제품에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다.

의료 케어 찾기
중증 호흡기 질환은 최근에 발견되어 알려진 
베이핑 합병증입니다. 호흡 문제가 있는는 
베이핑 경력력 환자는 즉시 의료 케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때 오는 건강 
악영향의 스펙트럼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청년들은 모든 종류의 베이핑 
및 전자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호흡기 질환 신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 발생하는 중증 호흡기 질환 사례에 
대해서 경계하고 최근 베이핑, 대빙, 또는 
전자 담배를 사용한 적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례가 생길 경우 지역 보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QUIT NOW 캠페인
흡연 또는 기타 니코틴 제품을 끊기 원하는 
버지니아 주민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정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Quit-Now (1-800-784-8669) 로 
전화하세요 | www.vdh.virginia.gov/tobacco-
free-living/quit-now-virginia/

버지니아 주, Fairfax County, 발행물. 09/2019. 다른 

형식의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보건부 전화번호 

703-246-2411, TTY 71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fairfaxcounty.gov/health

전자 담배에는 니코틴, 중금속(예: 납),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암유발 화학 물질을 포함한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배 
제품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성인을 비롯하여 청소년, 

청년, 및 임산부 는 전자 담배 사용을 금합니다. 
전자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증상(예: 기침, 

호흡 곤란, 가슴 통증)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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