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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공원들의공원들의공원들의공원들의 금연금연금연금연 구역구역구역구역 확대를확대를확대를확대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3년 한여름 시즌에 뉴욕 주립 공원과 유적지 내에서 야외 금연 

구역의 확대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정된 금연 구역 목록은 뉴욕 주립 공원 

웹사이트(http://nysparks.com/inside-our-agency/public-documents.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공원들은 뉴욕이 제공해야 할 풍요로운 천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주민들은 간접흡연에 따른 오염에서 자유로운 공원을 맘껏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 주립 공원 내 금연 구역 확장에 대한 오늘 발표는 뉴욕의 

가정들이 담배 연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환경에서 멋진 야외 활동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번 여름 그 어느 공원과 비교할 수 없는 뉴욕 주립 

공원들을 찾아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맘껏 즐겨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뉴욕 주립 공원은 운동장과 수영장에서의 금연 구역과 관련하여 지정된 수영 해변, 가설 건물 및 

피크닉 구역; 개발된 운동시설; 판자 산책로, 식음료 판매장소 주변의 야외 좌석 설치 구역, 야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구역; 공공 정원; 아동 또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구역; 건물 

50 피트 이내 구역과 같은 기타 구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에 

있는 모든 주립 공원은 모든 시영 공원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에 따라 흡연 법규를 맞추기 위해 

금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자연 속 뛰어난 아름다움을 담은 공원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해 금연 구역 확대를 

원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라고 OPRHP 장관인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비흡연자의 안락함을 보장하고 

아동과 가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생활 환경을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립 공원에서의 금연 구역 확대는 뉴욕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실외 간접흡연은 실내, 특히 근처 건물 입구와 실외 식사 장소와 같이 다수의 

흡연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발견된 니코틴 농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담배꽁초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독극물치료센터(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는 6세 미만의 유아들 사이에 

담배 제품에 대한 잠재적 독성에 노출된 사례가 7,428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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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민들은 주립공원, 운동장, 해변 및 기타 유원지를 찾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라고 뉴욕주보건장관인 Nirav R. Shah, M.D., M.P.H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간접흡연 또는 

담배 쓰레기와 연관된 건강 위험물질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채택된 이러한 법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야외 공공장소,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의 흡연을 줄이는 노력은 사회적 규범을 바꾸고 어린이와 청소년 흡연의 사회적 

모델링을 줄여주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뉴욕주의 300개 넘는 지자체가 공원, 운동장, 해변, 수영장, 운동 구역, 가설 건물, 기타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법안에 동의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공원 지역에서 자발적 금연 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2월에 채택된 법규로 관련 기관은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금연 구역 방침 위반에 최고 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포함해 전면적인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법규에 대해서 

담당 기관에게 전달된 의견의 91%는 야외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연 구역은 흡연을 금지하는 야외 장소에 금연 표시판을 두어 지정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규와 

함께 대다수 사람들의 의사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흡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33만 

에이커의 주립 공원 내에 자리한 많은 야영지, 야외 피크닉 구역, 주차장, 미개발 구역을 포함한 

많은 적절한 구역이 마련될 것입니다. 흡연은 이미 주립공원과 유적지 내 모든 건물들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휴양지 및 역사 유물 보존실(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6000만 명이 방문하는 179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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