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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젊은이들의 베이핑 제품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

무료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베이핑 제품 사용을 막기 위해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실시한 가장 최근의 캠페인 제안
프로그램 목표는 청소년 베이핑 사용율의 빠른 증가세 완화
88709번으로 "DropTheVape"라고 문자 메시지 신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현재 청소년 베이핑 제품 사용율의 급속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주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전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어제 #NoVapeNY 랠리에서 롱아일랜드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의존 위원회(Long Island Council on Alcoholism and Drug Dependence), 뉴욕주
학부모 교사 연합(New York State PTA), 베이핑 전자담배에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Parents Against Vaping E-cigarettes, PAVe) 등과 함께 롱아일랜드 올드
웨스트버리의 공립 고등학교인 위틀리 스쿨(Wheatley School)에서 이번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의 베이핑 제품 사용을 막기 위해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된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세대가 평생 동안 니코틴 중독에 시달리기 전에
우리가 이 치명적인 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향 니코틴 베이핑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베이핑 광고를 중단시키며, 청소년들에게 베이핑 제품 사용 중단에 도움이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담배를 과거의 유산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전국 공중 보건 단체인 진실 이니셔티브(Truth Initiative)와 파트너십을 맺고,
"디스 이스 퀴팅(This is Quiting)"이라는 뉴욕주에 특화된 문자 메시지 기반의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간단하게 88709번으로
"DropTheVape"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 혁신적인 무료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은 베이핑 사용 중단에 성공했거나 시도한 십대
청소년, 대학생, 청년의 참여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연령(13~17세 및
18~24세)이 적절한 금연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청년
전자담배 흡연율은 공중 보건 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귀중한 자원이며, 우리는 모든
분들께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간단한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인 드랍 더
베이프(Drop the Vape) 참여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사용자 설정에 따라 가입일 또는 목표 종료 날짜에
맞추어 대화식 일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격려, 동기 부여, 기술,
자기 효능감 구축 연습 및 대처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종료 날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최소 한 달 전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종료
날짜를 설정한 경우, 종료 날짜 최소 일주일 전, 그리고 종료 날짜로부터 최소 두 달 후에
메시지를 수신받습니다. 이 메시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뉴욕주 퀴트라인(New York State Quitlin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이핑 제품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자 담배 흡연자에게 무료 금연 코칭 및 니코틴 대체 요법을 최근 추가했습니다.
지난 주 Cuomo 주지사는 20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0-21 Executive Budget)
제안에 멘톨 향을 포함한 모든 가향 니코틴 베이핑 제품을 금지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베이핑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는 공중 보건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는 베이핑 제품 캐리어
오일에 대한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전자
담배의 온라인, 전화 및 우편 주문 판매를 금지합니다. 등록된 소매업체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새로운 해시태그 운동인
#NoVapeNY를 비롯하여, 뉴욕 주민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청원,
그리고 제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 ny.gov/endvaping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12학년 학생의 약 40 퍼센트 및 고등학생 27
퍼센트가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가향 전자담배 액상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0.5%에 그쳤던 고등학생의 담배 사용은 2018년 27.4%로
160%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생의 담배 흡연율이 2000년 27.1 퍼센트에서 2016년
4.3 퍼센트의 사상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가향 전자 담배를 홍보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러한 추세를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의존 위원회의 Steve Chassman 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의존 위원회는 우리가 분명히 미성년자를
겨냥하며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 웰빙에 파괴적인 영향을 비칠 유해한 베이핑 제품을
금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학부모 교사 연합의 Lorey A. Za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베이핑 제품 유행 사태를 통해 어린이, 가족, 학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학부모 교사 연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베이핑 제품 사용의 해악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 전자 담배 및 가향 전자 액체의 마케팅
및 판매를 금지를 지지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모든 어린이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청소년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규모의 풀뿌리 운동 단체인 베이핑
제품에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의 공동 창립자는 Meredith Berkman 및 Dorian
Fuhr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베이핑 제품 사용의 결과로 심각한
니코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뉴욕 십대 청소년 수천 명을 돕기 위해 "드랍 더
베이프"와 같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Cuomo 주지사와 Zucker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대형 담배업체(Big Tobacco)의 약탈적인 행위와 가향
전자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
지지단(MOMvocates)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뉴욕의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고 #NoVapeNY 캠페인을 최우선과제로 만들어주신 뉴욕의 아버지
지지단(DADvocate) 대표,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간단하게 88709번으로 "DropTheVape"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전자 담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ealth.ny.gov/NoVape에서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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