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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흡연율이흡연율이흡연율이흡연율이 기록된기록된기록된기록된 주주주주 역사상역사상역사상역사상 최저최저최저최저 수준으로수준으로수준으로수준으로 줄었음을줄었음을줄었음을줄었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의주의주의주의 입증된입증된입증된입증된 금연금연금연금연 전략을전략을전략을전략을 강화할강화할강화할강화할 신규신규신규신규 연방연방연방연방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의 광범위한 금연 노력의 결과로 전주 흡연율이 

기록된 역사상 최저율로 줄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데이터는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 

흡연율이 42% 떨어져 이제 7.3%이고 성인 흡연율은 14.5%로 떨어져 전국 평균 17.8% 

아래임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역사상 가장 낮은 흡연율로 뉴욕주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해 졌음은 분명합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기록적 결과가 자랑스러우며 우리 행정부는 이 

성공을 토대로 계속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흡연율 하락은 뉴욕주의 담배 통제 프로그램, 뉴욕주 예방 어젠다 2013-17(뉴욕주의 

공식 보건 청사진) 및 주의 종합 암 통제 계획의 노력에 기인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증거 기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공격적 대중 인식 캠페인 출범, 청소년의 담배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 솔루션 진흥, 및 이 중독을 끊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 가용성 

확대를 통해 금연을 진흥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공격적이고 다면적인 금연 노력 덕분에 우리 흡연율은 기록된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취로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일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며 뉴욕주에서 담배를 근절할 수 있을 

떄까지 우리의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담배 없는 뉴욕주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두 건의 1000만 

달러 이상의 새 보조금으로 그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5개년에 걸친 929만 달러의 

첫 보조금은 담배 통제 프로그램의 세 가지 증거 기반 금연 접근법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커뮤니티와 지역 리더들에게 지속되는 담배 부담과 가능한 정책 솔루션에 대해 

교육할 지역 하청업체, 증거 기반 담배 의존 치료의 제공을 증대하고 개선할 주 전역의 

보건 제도 하청업체 및 금연을 장려하고 사회규범을 바꾸는 유료 미디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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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뉴욕주는 정신건강이 낮거나, 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과 

협력하면서 일반 대중보다 더 높은 비율로 흡연하는 보건 의료 제공자들을 직접 겨냥한 

미디어 캠페인을 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를 위해 2개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교부받을 5개 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의료 제공자가 자신의 환자들을 

위해 담배 사용을 치료하고, 상담 및 인가된 약 같은 증거 기반 방법을 이용하며, 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의료 제공자의 자신감을 늘릴 것입니다. 
 

Medicaid와 뉴욕주 보건부 인정 건강보험은 흡연하거나 기타 담배 제품을 이용하는 

수익자들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금연 정보 또는 지원이 필요하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뉴욕주 스모커 큇라인에 연락하십시오. 큇라인은 담배 사용을 

중단하기 원하는 뉴욕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금연 코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대외비 

서비스입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큇라인의 1-866-NY-QUITS(1-866-697-8487)로 

전화하거나 www.NYSmokeFree.com을 방문하십시오. 
 

뉴욕주의 담배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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