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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미성년자에게 액상 니코틴을 막고 아이들이 열 수 없는 용기 사용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표하다

전자담배 발견되는 액상 니코틴은 삼킬 경우 특히 유독하다
2010년-2014년에 보도된 사건이 미 전역에서 한 달 1건에서 215건으로 증가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성년자에게 액상 니코틴 판매를 금지하고 우연한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열 수 없는 용기 사용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성년자가 니코틴을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을 막고 아이가
이처럼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처럼 꼭 필요한 일을 위해 힘써 주신 법안 발의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흔히 전자 액상 또는 e-액상이라고도 하는 액상 니코틴은 니코틴과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된
합성물질입니다. 농축된 액상 니코틴은 소량이더라도 매우 독성이 강하며, 삼킬 경우 떨림, 구토,
발작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유아와 아동이 액상 니코틴을 삼킬
경우 특히 치명적입니다. 2014년도 질병관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액상 니코틴과 관련해 독극물
관리 센터에 걸려온 전화 신고 건수는 2010년 9월 월 1건에서 2014년 2월 월 2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전화의 절반 이상(51.1%)은 5세 미만의 유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액상 니코틴은 전자 담배로 사용할 목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판매됩니다. 뉴욕이 2010년에
미성년자에게 전자 담배 판매를 금지했지만, 미성년자에게 액상 니코틴 판매를 확실하게
금지하거나 포장 요건을 정해놓치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S.7027-C/A.9299-D)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액상 니코틴의 판매를 금한다: 이러한 제한 요건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21세 이하 청소년과 미국의 나머지 주들의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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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이 제품의 미성년자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표시물을 붙여야 합니다.
• 판매 시 아이들이 쉽게 열 수 없는 포장재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액상 니코틴이
부주의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고안된 안전한 병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떤 업소 주인이든
어린이에게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최고 1,000 달러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하원의원인 Linda B. Rosenth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상 니코틴에 근소량만 노출되더라도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액상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뉴욕주 Fort Plain에
사는 1살짜리 사내아이의 우연한 죽음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건으로 이러한
종류의 상식적 법안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또 다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 법이 막아주길 바라며, Cuomo 주지사께서 이 법안의 입법에 서명해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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