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나의 니코틴의존도 수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앱 다운로드 : 구글 play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검색 후 설치

근로자의 건강은
일터에서부터!

금연 편

* 평가방법 : 6개 항목에 표기한 점수를 합산한다.

판정 
방법

0~3점 4~6점 7~10점

낮음 중등도로 높음 매우높음

나의 니코틴 의존도 알아보기

문항 점수

하루에 몇 개비를 피우나요? 10개비 이하 

11~20개비

21~30개비

31개비 이상

0점

1점

2점

3점

하루 중 담배 맛이 좋은 때는 언제인가요? 아침 첫 담배 

그 외의 담배
1점

0점

담배를 오전 중에 더 자주 피우나요? 예

아니오

1점

0점

아침에 일어나서 첫 담배를 얼마 만에 피우나요? 5분이내

6~30분 이내

31분~1시간 사이

1시간 이후

3점

2점

1점

0점

도서관이나 극장 같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운가요?

예

아니오

1점

0점

하루 종일 누워있을만큼 몸이 아파도 담배를 피우나요? 예

아니오

1점

0점

니코틴 의존



근로자의 건강(Health)을 증진시키면 노·사의 행복(Happiness)이 
증진되어 사업장 전체가 인간적 휴머니즘(Humanity)이 증진된다는 의미

근로자의 건강은 일터에서부터!
금연 편 

금연 후 시간 건강상 호전

2시간 혈액속에서 니코틴이 완전히 없어짐

6시간 맥박과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한달정도 지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옴

24시간 폐에서 가래, 점액과 흡연 부산물을 청소하기 시작

48시간 일산화탄소가 신체에서 제거됨, 미각과 후각이 정상으로 돌아옴,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

72시간 숨쉬기가 쉬워짐, 기관지가 이완되기 시작하고 신체에너지 수준이 상승

1주 폐의 섬모가 점점 정상화되면서 가래 제거가 원활해짐

2-12주 혈액순환의 호전

3-9개월 폐기능이 호전되면서 기침, 천명 등의 호흡기 증상이 좋아짐

1년 심장마비 확률이 지속 흡연자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짐

2년 뇌혈관질환 사망위험이 거의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짐

10년 폐암 확률이 지속흡연자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짐

금단증상 인체변화 극복방법 지속시간

기침,입마름,  
인후통

폐안에 남아있던 타르가  
제거되고 있다

•  기침을 한다            •  입이 자꾸 마르면 껌을 씹어본다

•  물을 많이 마셔서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한다

장기흡연자에서  
더 오래 지속됨

신경이  
날카로워짐

뇌에서 담배피우고 싶은  
욕구와 싸우고 있다

•  손으로 무언가 일을 하도록 한다 흡연충동은 한번에 
2-3분 정도 지속됨

두통, 피로감, 
어지러움

인체가 산소를 더 많이  
공급받고 있다

•  운동을 한다             •  졸리면 잠깐 낮잠을 잔다 며칠동안 지속

우울 흡연생활에 익숙해있다 •  친구와 대화한다      •  다른 취미활동을 한다 며칠동안 지속

식욕증가 손과 입이 무엇인가 같이  
하고 싶어한다

•   해바라기씨, 당근, 오이 등을 먹거나 무가당껌을 
  씹어본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됨

금연 후 시간별 건강상의 변화

금단증상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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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센터 이용하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건강 (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 상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전문가현황 : 직업환경전문의, 임상심리사, 운동처방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물리치료사 등 

Tel  1577-6497· 1588-6497  

상담센터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www.kash.or.kr

  ◦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