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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청소년 흡연율의 기록적 감소 발표 
 

2 년 간 고등학생 전자 담배 사용자 두 배 증가 
 

전자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2018 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결과 
 

설문 결과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 뉴욕주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2000년 

27.1%에서 4.3 %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년 10.5%에서 2016년 20.6%로 지난 2년 간 고등학생의 전자 담배 사용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수치는 낮은 십대 흡연율을 이끌어 

낸 뉴욕의 금연 프로그램의 커다란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담배 미규제의 

위험한 허점을 해결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모든 형태의 십대 흡연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세대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위생국(U.S. Surgeon General)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고등학생 수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900 퍼센트% 증가하여, 이는 청소년 사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흡연 방식이 되었습니다. 달콤한 풍미와 사용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전자 담배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전자 담배 사용이 다른 담배 제품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보건부 커미셔너(Commissioner of Health) Dr. Howard Zuck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 전자 담배 사용의 급속한 증가와 담배의 겸용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청소년의 전자 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담배 및 전자 

담배 사용의 위험으로부터 뉴욕주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tobacco_control/reports/statshots/volume10/n1_youth_cigarette_and_ends_use.pdf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tobacco_control/reports/statshots/volume10/n1_youth_cigarette_and_ends_use.pdf


 

Cuomo 주지사의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은 전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담배와 유사한 형식으로 전자 담배를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뉴욕주의 종합 실내 공기법(Comprehensive indoor air law)에 

전자 담배를 포함하고 전자 담배 제품에 밀리미터 당 10센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가격에 가장 민감한 연령층인 청소년이 전자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전자 담배가 담배의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달리, 연구는 전자 담배가 해가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자 담배에는, 발달하고 있는 젊은 

두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독성 강한 약물인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연성 담배는 전자 담배보다 더 많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자 

담배로 생성되는 에어로졸은 무해한 수증기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에어로졸에는 폐질환과 관련된 초미립자와 주석, 납 및 니켈과 같은 중금속, 벤젠 및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전자 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간주하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입장과 같이, 미국 식약청(U.S. Food & Drug Administration)은 

담배 제품의 정의에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 담배를 추가하였습니다. 전자 담배와 기타 

유사한 전자 니코틴 흡연 시스템이 나타난 이후,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고, 성인의 담배 사용을 줄이며 

간접 흡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담배를 기존 담배 관리 이니셔티브(Tobacco 

control initiatives)에 통합하였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연도별 통계 목록을 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뉴욕주 담배 관리 프로그램(New York State Tobacco Control Program)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health.ny.gov/prevention/tobacco_control/program_components.htm 을 

방문하세요. 전자 담배와 청소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e-cigarettes.surgeongeneral.gov/default.htm 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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