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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모든 학교 구역에서의 전자담배 이용 금지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구역 내에서의 

전자담배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S.750 / A.611)에 서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니코틴 사용은 십대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의 학교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허용하는 

위험한 맹점을 없앨 것입니다. 이 조치로 십대들이 어떤 형태로든 흡연하는 것을 

막으려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고 모두가 강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 구역에서의 전자담배 금지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줄이고 

어린이와 십대들의 흡연을 방지하려는 뉴욕의 약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구역에는 모든 건물, 구조물 및 공공 또는 사립 유치원, 탁아소, 소학교 혹은 

중학교의 자산에 포함하는 주변의 야외 운동장 및 어린이 혹은 학교 인원들을 수송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합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선 

사항이며 주지사는 모든 학교 구역에서의 전자담배 금지 조치로 어린이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하는, 더 건강하고 강한 커뮤니티 건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에 대한 다음 세대 리더들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중독성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전자담배의 연기가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주 전역에서의 

학교 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금지는 청소년 사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줄이고 

성장하고 있는 그들의 신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전자담배 사용과 노출과 관련된 위험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 금지 조항이 모든 공공 

실내공간으로 확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3월에 주지사가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0.5%에서 2016년 20.6%로 지난 

2년 간 고등학생의 전자 담배 사용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미국 의무감의 최근 보고에는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고등학생 수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900% 증가하여 청소년 사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흡연 방식으로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 니코틴과 연기 흡입 장비에는 전자담배, 연기 빨대, 전자 물 담뱃대 및 유사 장비 등 

니코틴을 함유한 장비가 포함됩니다.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중독을 유발하고 

성장 중인 청소년기 대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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