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에 골치입니다.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률은 복도, 세탁 구역, 문, 열린 창문, 직장
및 공공 장소 흡입구 주위의 3m 완충지대 등
공동 구역에 적용됩니다.
떠다니는 담배 연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cleanaircoalitionbc.com.을 방문하십시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폐쇄된 정류장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방된 정류장은 기존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불만제기를 하나요?
해당장소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지역별 보건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연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금연을 생각 중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정부는 연중무휴로
전화와 인터넷 자원을 제공하는 QuitNow
Services에 대한 기금을 지원합니다.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면 1-877-455-2233으로
전화하거나 www.quitnow.ca를 방문하십시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요?
QuitNow by Phone은 13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별 보건당국에
연락하십시오.
Vancouver Island Health Authority
250 360-1450

추가 정보

Vancouver Coastal Health Authority
604 675-3800

왜 본 주의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금연 규정을
갖고 있나요?

Fraser Health Authority
604 476-7000

지방 공공단체는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비롯한 담배 규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지방
공공단체들이 주 정부 법보다 더욱 제한적인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Interior Health Authority
250-851-7300

주 정부 담배 법률은 누가 집행하나요?
주 정부 보건당국이 고용한 집행공무원들이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 및 규정의
일상적인 집행을 책임집니다.

Northern Health Authority
1-877-617-6777
또는 다음 담배 규제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ealth.gov.bc.ca/tobacco

What you Need to Know about B.C.'s Tobacco Control Laws - Korean

모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건강 증진

BC 주
담배규제법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담배에 관한 사실
다음은 담배에 관한 사실입니다

청소년 금연

금연

청소년의 담배 제품 사용 예방에 역점을 두는
것이 왜 중요하나요?

레스토랑이나 주점에서 흡연할 수 있나요?
2008년 3월 31일부로 이러한 사업장들의 모든

흡연자의 약 83%는 만 19세가 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담배에
중독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흡연은 매년 6,000명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의 목숨을
앗아가며 이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매년 사망하는 100명이
넘는 비흡연자를 포함합니다.

 흡연은 담배관련 질환 치료, 증가된
병가, 낮은 생산성 등을 통해 매년 BC
주 경제에서 23억 달러 이상의 비용
소모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소년들은 담배를 어디서 구하나요?
청소년들 중 반 정도는 자신의 담배를 직접
구매하고 나머지 반은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얻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아는데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다수는 비흡연자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의 80%
이상은 비흡연자입니다.

주들처럼 3가지 주요 분야에 역점을 두고
담배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사업주는 파티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금연
파티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에 관하여 소매상들은 어떤 책임을
갖나요?
모든 담배 소매상들은 담배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진부착 신분증 요구가
포함됩니다.

취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간접 흡연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
 사람들의 금연 돕기
이 소책자는 BC 주의 담배규제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은 BC 주의 흡연율을 줄이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입니다.

실외 파티오에서는 흡연이 허용되나요?
주 정부 법률에 따라 “상당 부분이 폐쇄되지”
않은 접객업 파티오에서는 흡연이 허용됩니다.
파티오 출입문은 출입할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BC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캐나다의 다른

실내공간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규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타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높은 담배세
20개피 미만의 포장으로 된 담배 판매 금지
소매점 진열 및 게시문 제한
판매 시점에 경고문 필수
공공 건물 및 시설에서 담배 판매 금지
모든 유치원-12학년 학교 및 운동장에서 금연

문, 열린 창문, 공기 흡입구 주위로부터 3m
완충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대부분의 공공 장소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
정부 규정에 따르면 접객업 파티오에 대한
완충지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더 큰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자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동안 집 또는 자동차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금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호텔 객실은 흡연 금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가 일부 또는 전체
객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복도, 로비 등과 같은 공동 구역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