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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어린이를 더욱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보육 서비스 제공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시설을 위한 금연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어린이를 더욱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주택을 포함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접 흡연의 위험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중 보건 위험 및 흡연에 따른 평생 동안의 불행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이를 위해 

뉴욕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이 법안(A.397B/S.7522)은 개인 주택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보육 서비스용 면허 또는 등록이 필요한 모든 시설은 

심지어 현재 돌보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90 일 이내에 반드시 금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Kemp Hann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차 및 3 차 간접 흡연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해를 끼칩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의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모든 

주민이 더욱 건강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정 보육 

시설에서 2 차 및 3 차 간접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위험을 홍보하는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취해진 이 조치로 

이러한 활동을 더욱 증진시키고 뉴욕주 전 지역의 취약한 청소년들이 보다 향상된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차세대 

리더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건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이 주에서 차세대 리더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주지사가 2015년 8월에 서명한 방과 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학교 근처의 흡연을 금지한 

법안과 2017년에 서명한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에서 전자 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토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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