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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실외 
식사공간 내 금연

Korean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 (금연환경법 2000)은 다양한 실외 공공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합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다음과 같은 상업적 실외 식사공간 

내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좌석이 놓인 식사공간

✔	 인가된 건물, 레스토랑 혹은 카페의 좌석이 놓인 식사공간에서 4미터 이내

✔	 식품 노점에서 10 미터 이내

‘좌석이 놓인 식사공간’이란?

이는 사업체가 음식 및 좌석을 제공하는 실외 공간이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공간입니다. 반드시 음식이 서빙되거나 곧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되었던 

곳이어야 합니다.

지정된 실외 흡연구역이 인가된 건물 및 레스토랑에 허용되는가? 

허용됩니다. 신규 법률은 인가된 건물 및 레스토랑에 지정된 흡연구역 

만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인가된 건물의 좌석이 놓인 

식사공간에서 4미터 이내에 위치할 수는 없으며,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의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흡연구역에는 적절한 표지판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용가능시 표지판 주문 양식은 웹사이트 참조), 사업체 소유주는 

흡연구역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흡연자는 인가된 건물 혹은 레스토랑의 보행자 출입구로부터 

4미터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이 ‘4 미터 법’이 기존의 지정된 

흡연구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의 이 부분이 왜 2015년까지 
연기되었는가?

지역사회 및 사업체들이 상업적 실외 식사공간 내 흡연 금지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 적용기간은 2007년 

7월에 발효된 닫힌 공공장소 내의 흡연금지 적용기간과 유사합니다. 

금연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인가된 건물 및 레스토랑 소유주는 실외 식사공간에 적절한 ‘금연’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은 Smoke-free Environment Regulation 2007 (금연 

환경 규정 2007)에 약술된 구체적인 문구표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가된 건물 및 사업체는 표준에 맞는 무료 표지판을 NSW 보건부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서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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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health.nsw.gov.au/smokefree에서 금연 법률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시거나 법률위반을 신고하십시오. 

1800 357 412 번으로 담배 정보 상담전화에 연락하십시오.

비영어권 출신이십니까? 13 14 50 번으로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실외 식사공간에서 물담뱃대 흡연은 
합법인가?

불법입니다. 흡연이란 불 붙이는 담배 제품이나 

담배가 아닌 흡연 제품을 가리키며, 궐련, 담뱃대, 

물담뱃대 혹은 기타 흡연 기구를 통한 흡연이 

포함됩니다.

물담뱃대에서 나오는 연기도 모든 흡연 제품처럼 

흡연자와 그 연기에 노출된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물담뱃대 연기에 함유된 니코틴 및/혹은 독소가 

물 담뱃대 속의 물에 의해 걸러지지 않습니다. 

과일 향료가 들어있어도 물담뱃대 흡연이 궐련 

흡연보다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물담뱃대를 나르길라, 아르길레, 허블버블, 

후카, 쉬샤, 고자 (nargila, argileh, hubble bubble, 
hookah, shisha, goza)라고도 합니다. 

이 법률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에 따라 NSW 

보건부에서 권한을 받은 검사관이 상업적 실외 

식사공간 내의 금연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상업적 실외 식사공간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300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업적 실외 식사공간에서 

흡연 중인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체 

소유주에게 최고 $5,500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 이유는?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불 붙인 

담배를 들이마신 후에 내뿜는 담배연기 및 타고 

있는 담배에서 방출되는 담배연기를 말합니다. 

리서치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외의 일반 

대중 식사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심장병, 폐암 및 

기타 폐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천식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기타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연자가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다시 흡연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간접흡연을 하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기도가 더 작은 데다, 

면역체계가 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관지염, 

폐렴 및 천식과 같은 건강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상업적 실외 식사공간의 금연과 같이, 실외 

금연구역을 만들면 담배를 끊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 장면을 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실외 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지역 시의회 법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많은 NSW 시의회들이 Local Government Act 1993 
(지역 정부 법 1993)의 조항에 의거하여 자체적인 

흡연 금지 법령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있는 시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지역 시의회 

감시관들에 의해 법령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안내자료는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 
준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을 제공합니다. 

법률적 논점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정확한 문구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업체 소유주는 

자신의 구체적 사업 상황에 대한 독립적 법률 

조언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