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형으로  인한  폐
질환입니다 .   코로나19는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방출되는  침방울이  주변인의  입
이나  코를  통해  전파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와  흡연

코로나19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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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흡연

흡연자와  함께  지내는  가족의  경우 ,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높
습니다 .  간접흡연은  폐암 ,  천식 ,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가족이  바이러스  확

산을  막기  위해  집에  함

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

흡연은  폐손상과  같은  건강상의  질병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  폐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
를  이미  가지고  있는  흡연자는 ,  코로나19로
인한  병증의  악화  위험이  더  높습니다 .   베
이프  (전자담배)  흡연은  폐질환을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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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more at www.appealforhealth.org/SPARC
Statewide Pacific Islander Asian American Resource & Coordinating Center 

http://appealforhealth.org/


Statewide Pacific Islander Asian American Resource & Coordinating Center 

본인  또는  주변  분이  금연을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시안  언어로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한인금연센터
로  전화하십시오 .

Cantonese & Mandarin
粵語和國語    請⽴即致電

1-800-838-8917
獲得免費戒煙協助

Korean  지금  
1-800-556-5564

로  전화하시고  무료  금연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Vietnamese  Xin gọi ngay
1-800-778-8440

và nhận được các dịch vụ
miễn phí hỗ trợ cai thuốc lá

미  전역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  (영어)
This Is Quitt ing by Truth Init iativ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와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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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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