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환경 유지 요령

법의 집행

사업장 실내 또는 사업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금연 조항 위반으로 티켓을 받는 경우,
법에 따라 귀하는 “상당한 주의”에 의존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노력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할 일입니다.

주 정부 보건당국이 고용한 집행공무원들이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 및 규정의 일상적인
집행을 책임집니다.

다음은 사업장을 금연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처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금연” 표시 및 스티커를
게시한다(자체 인쇄 또는 www.health.gov.bc.ca/
tobacco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함).

귀하의 사업장에서 누군가 흡연하는 것이 적발되면,
관리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귀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흡연자 또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라펠 버튼, 컵 받침, 식탁 1인용 매트, 테이블
게시문 등을 사용한다.
 실내 공공 장소 및 업무 구역뿐만 아니라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실외 완충지대 내의
모든 재떨이를 없앤다.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에만 재떨이를
비치한다.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 다루기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www.servingitright.com의 Serving It
RightTM에서 가르쳐주는 기술을 검토한다(무료
다운로드). Serving It RightTM 의 제4절은 사업장
방침 실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이 흡연을 시도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직원을 훈련한다.
 흡연을 시도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직원에게 훈련한다.
 귀하와 고객 둘 다 법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상기시킨다.

금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흡연자와 소유자/
운영자에 대한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별 보건당국에
연락하십시오.
Vancouver Island Health Authority

250 360-1450

Vancouver Coastal Health Authority

604 675-3800

Fraser Health Authority

604 476-7000

Interior Health Authority

250 851-7300

Northern Health Authority

1 877 617-6777

또는 다음 담배 규제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health.gov.bc.ca/tobacco
이 소책자에 나와있는 정보는 BC 주의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 및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또는 기타 전문 상담을 대신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귀하는 실외 흡연 구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Making your Restaurant, Pub and Casino Smoke-Free - Korean

모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건강 증진

레스토랑, 주점,
카지노에서
금연 환경
조성하기

2008년 3월 31일에 BC
주에서 신규 담배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담배 연기
없는 공기를 마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흡연 및 간접
흡연 노출에 관련된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BC 주에서 바, 레스토랑, 또는
카지노를 소유, 관리, 또는
직장으로 갖고 있다면, 여기에
금연 시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몇몇 정보들이 있습니다.

완충지대 요건

귀하의 책임

대부분의 공공 장소 및 직장 출입문, 창문,
또는 공기 흡입 장소로부터 3m 이내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완충지대는
실내에서 떠다니는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량을
감소시킵니다.

BC 주에서 레스토랑, 주점, 또는 카지노를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새로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는 흡연자가 직원 또는 고객처럼 귀하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로 등과
같은 귀하의 사업장 밖의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방지할 책임은 없습니다. 흡연자가 귀하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귀하는 그들이 완충지대 내에서
금연하도록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조건의 경우,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접객업 파티오에는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티오가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폐쇄되지
않은 경우.
 출입문이 출입할 때를 제외하곤 닫혀 있는
경우
 파티오가 사용 중일 때 창문이 항상 닫혀 있는
경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중요 변경사항

 담배 연기가 건물로 들어오는 공기 흡입구가
없는 경우.

2008년 3월 31일부로 모든
실내 직장 및 공공 장소에서는
금연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 공공단체는 더 엄격한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지방 공공단체와 확인하여 거주
지역에서 실행 중인 요건을 알아보십시오. 지역별
전화번호부 블루페이지에서 지역 공공단체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정 흡연실은 바, 레스토랑,
카지노, 빙고홀 등에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장소 및 직장
출입문, 열린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로부터 3m 이내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시설 및 사업장에서 흡연을 방지하는 것은
관리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귀하의 법적
책임입니다. 귀하의 통제 하에 있는 구역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귀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외 파티오
실외 파티오 흡연은 공간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폐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음의 경우 장소가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지붕이 있거나 기타 형태의 덮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2. “공칭 벽 공간”(2.7 m)의 반 이상이 공기의 쉬운
통과를 방지하는 재료 또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림 1
상당 부분이 폐쇄된
사업장의 예 8

그림 2
상당 부분이 폐쇄되지 않은
사업장의 예 4

사업장이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폐쇄된 경우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관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면, 지역별 보건당국에 연락하십시오. 지방
공공단체는 더 엄격한 방침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공공단체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