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 사항

놀이터

어린이 옥외 놀이터 기구
근처의 금연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 (금연 환경법 2000) 제 6A조항은 여러 옥외
공공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규정합니다.
2013년 1월 7일부터 NSW의 옥외 공공장소의 어린이 놀이 기구에서 10미터
이내에 금연이 실시됩니다.
본 법규는 지역 공원 및 보호구역 내 어린이 놀이 기구를 비롯하여 상점,
식품점, 스포츠 장소 및 인가된 건물에서의 놀이 기구에 적용됩니다.
본 법규는 아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뒤뜰이나 개인용 시설 내에 있는 놀이터 기구, 혹은
4 놀이터가 위치한 공원이나 보호구역의 나머지 장소 (단, 시의회가 Local
Government Act 1993 (지방정부법 1993) 하에 그러한 금지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게 됩니까?
공공 놀이터의 다양한 배치 때문에 놀이터 기구의 10미터 내에 흡연이
허용되지 않음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법규 상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
금연’ 혹은 ‘흡연 허용 안됨’ 표지판을 세워 놀이터 기구 10미터 내에
흡연이 허용되지 않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한 표지판은 이러한
목적으로 NSW 보건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시행되나요?
NSW 보건부는 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의 운영 및 시행 책임이
있습니다. NSW 보건부 조사관들은 옥외 공공 장소 내 어린이 놀이터 기구
근처에 흡연금지를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대 $550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신규 법규가 왜 시행되나요?
일반인 공원 및 놀이터는 많은 수의 사람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이
자주 찾습니다.
간접 흡연 노출에 안전한 수준은 없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들이 마신
후에 내뿜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있어 간접 흡연은 심혈관 질환, 폐암 및 기타 폐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천식 및 기관지염 등 기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 경험자를 다른 사람의 흡연에 노출시키면 흡연 재발 기회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있어 간접 흡연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기도가 더욱
작고 면역 체계가 덜 발달되어 있어 간접 흡연으로부터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 즉 기관지염, 폐렴 및 천식 등에 걸릴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됩니다.
놀이터 등 흡연 금지 옥외 구역을 창출하면 금연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적
환경을 제공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흡연 모습이 눈에 덜 띄게 합니다.

이 법규는 시의회의 흡연 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SHPN (CPH) 120455

Local Government Act 1993 (지방정부법 1993) 하에서 여러 NSW 시의회들은 각자의 금연 규정을
점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들 금연이 시행되는 곳에서는 시의회 관리인들이 계속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업적 옥외 식사 구역 그리고 허가된 건물, 식당 및 카페의보행자 출입구에서 4미터 이내의 흡연 금지는
2015년 7월 6일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1800 357 412의 담배 정보 라인에 연락하시거나 NSW 보건부
웹사이트 www.health.nsw.gov.au 를 방문하십시오.
담배 정보 라인은 통번역 서비스 (TIS)의 13 14 50번을 통해
비영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