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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부지사와 보건 커미셔너 ZUCKER 박사, CUOMO 주지사의 #NOVAPENY 

캠페인 지지 랠리  

  

#NoVapeNY 캠레인은 온라인 청원 및 웹사이트 등을 시작하여 Cuomo 주지사의 흡연 

및 베이핑 금지 법안에 대한 뉴욕 주민들의 지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장려  

  

뉴욕 주민을 니코틴 제품 베이핑 및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지사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  

  

오늘 행사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부지사와 Howard Zucker 박사는 오늘 오전 뉴욕주 미국 소아과학회(NY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및 100명이 넘는 베이핑 반대 지지자들과 함께 

뉴욕주 캐피톨(State Capitol)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멘톨 향을 포함하는 모든 

가향 니코틴 베이핑 제품 금지 및 청소년 대상 베이핑 제품 광고 제한 캠페인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예산의 일부로 주지사가 제안하였으며,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공중 보건 위험으로 간주되는 베이핑 제품 캐리어 오일의 판매를 규제하는 

한편 전자 담배의 온라인, 전화, 우편 주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록된 소매업체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또한 새로운 해시태그 운동인 #NoVapeNY를 비롯하여, 뉴욕 주민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청원, 그리고 제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ny.gov/endvaping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핑 및 가향 전자 담배 제품의 위험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아동 세대 전체를 니코틴 제품에 중독시키려는 대형 

담배회사의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베이핑의 유행 

사태는 우리 뉴욕주와 미국의 재앙이 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 뉴욕은 가향 전자 담배 제품을 비롯해 

아이들을 겨냥한 베이핑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싸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https://now.ny.gov/page/s/add-your-name-ban-flavored-vaping-products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protecting-new-yorkers-dangers-vaping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3349478028
https://now.ny.gov/page/s/add-your-name-ban-flavored-vaping-products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protecting-new-yorkers-dangers-vaping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베이핑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핑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풍선껌과 솜사탕 등의 맛을 사용하여 

이들을 타게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이 이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고 가향 

전자 담배를 금지하는 등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가향 니코틴 베이핑 제품을 금지하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는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코틴 중독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청년 

전자담배 흡연율은 공중 보건 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Cuomo 주지사의 가향 베이핑 제품 금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타 제안을 

승인하도록 뉴욕주 입법부에 촉구하는 등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뉴욕 주민을 베이핑 및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가 

과거에 추진한 적극적인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내부 공기 

청정법(Clean Indoor Air Act)을 확대하여 거의 모든 일터에서 전자 담배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와 대중을 유해한 2차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에 전자 액체 소매 업체의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Cuomo 주지사는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 최소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 13일 

발효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의 전자담배의 사용은 16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의 12학년 학생 중 약 40 퍼센트, 그리고 고등학생의 27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향 니코틴 전자액체는 베이핑 산업의 주요 

마케팅 전략입니다.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니코틴 전자담배가 무해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미국 소아과학회 회장 겸 미국소아과학회 펠로우인 Warren Seigel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수백 명의 소아과 의사, 우리의 파트너인 

부모 및 학교, 공중 보건 부문 파트너와 함께 뉴욕주 의원들에게 베이핑 제품을 당장 

금지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는 더욱 많은 뉴욕의 청소년들이 베이핑 

제품을 통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당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혼자서는 대형 담배회사와 싸울 

수 없습니다."  

  

가향 니코틴 베이핑 제품 판매 금지  



 

 

주지사는 멘톨을 포함한 모든 맛의 니코틴 베이핑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는 청소년의 담배 및 베이핑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베이핑 광고 제한  

Cuomo 주지사의 법안은 신문과 잡지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뿐만 아니라 정기 

간행물, 소셜 미디어 및 웹 사이트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의 모든 베이핑 

관련 광고를 제한합니다. 광고주는 또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 없이 베이핑 제품 안전을 주장하거나 베이핑 제품을 금연 대체품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유해한 비규제 캐리어 오일 사용 금지  

베이핑 연관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하고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며 규제도 받지 않은 

화학 물질의 사용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또한 보건부에 

베이핑 장치를 통해 흡입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이나 성분을 포함한 베이핑 캐리어 오일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베이핑 제품 온라인 판매 제한  

Cuomo 주지사는 전자 액체 및 전자 담배의 온라인, 전화 및 우편 주문 판매를 허가받은 

베이핑 제품 소매업체로 제한하는 법률을 추진합니다. 등록된 소매업체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담배 제품의 판매에 이미 

적용되는 이 제한 조치는 미성년자 구매자가 위험한 베이핑 제품 불법 구매를 막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약국의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 판매 중단  

관련 의료 기관은 뉴욕주의 예방 가능 주요 사망 원인인 담배 판매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약국의 담배 및 전자 담배 판매를 중단하면,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 가시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담배 및 니코틴 제품에 대한 쿠폰 사용 금지  

연구에 따르면 담배 제품의 가격은 흡연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가격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담배 

소비세는 가장 높으며 청소년 흡연율을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담배 산업은 또한 

가격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연간 90억 달러 이상의 

마케팅 예산 중 85 퍼센트를 소비자 쿠폰 및 매장 내 할인을 포함한 가격 인하 

프로모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은 뉴욕 세금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킵니다. 쿠폰 및 할인 금지를 통해 산업 가격 조작의 중요한 

원천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난 주 뉴욕주 보건부는 또한 담배를 과거의 유산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전국 공중 보건 단체인 진실 이니셔티브(Truth Initiative)와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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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사용자 설정에 따라 가입일 또는 목표 종료 날짜에 맞추어 

대화식 일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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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담배 및 주지사의 베이핑 금지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health.ny.gov/NoVape를 방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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