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깨끗한 실내 공기법(CLEAN INDOOR AIR ACT)에 전자 담배를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흡연이 금지된 모든 장소에서 담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깨끗한 실내 공기법(Clean Indoor Air Act)에 전자 담배를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품들의 경우 담배를 대신하여 건강에 좋은
대안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장기적인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법률 상의 또 하나의 위험한 허점을 막아서
모든 이를 위해 더욱 강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S.2543A/ A.516A)은 전자 담배 사용자 및 주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가, 궐련 담배 또는
파이프 담배를 포함하여 담배를 함유한 흡연 물질만 공공장소에서 그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많은 카운티에서는 이미 레스토랑, 술집 및 기타 작업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전자 담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법을
일관되게 집행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구역 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전자 니코틴과 연기 흡입 장비에는 전자담배, 연기 빨대, 전자 물 담뱃대 및 유사 장비 등
니코틴을 함유한 장비가 포함됩니다. 전자 담배에서 발견되는 일부 성분은 독성 물질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흡입하는 전자 담배의 니코틴에 포함된 화학 물질의
분량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장기간에 걸쳐 전자 담배 사용자 및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emp Hann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자랑스러운
후원자로서, 저는 뉴욕이 뉴욕 주민들을 전자 담배의 잠재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자 담배에는 종종 니코틴 이외에
주변 사람들이 흡입해서는 안되는 추가적인 독성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전자 담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전자 담배를 상식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반드시 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법(Clean
Indoor Air Act)에 포함시켜서 전자 담배의 허점을 막는 일은 벌써 오래전에 취해졌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전자 담배 증기가 스며드는 피해를 보지 않고 실내에
위치한 공공장소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님께서 이
법안에 서명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의 담배 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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