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건강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지정 구역 외 장소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금연

2020년 4월 1일부터

옥내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옥내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옥내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

도쿄도 복지보건국



　일본에서는 간접흡연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만5천 명으로 
추정되며 간접흡연은 폐암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 여러 질환의 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스스로 의사로 간접흡연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도에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방지 대책의 목적

◇2020년 4월 1일부터는,
　개정 건강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전면 시행에 의거
　모든 시설은 흡연을 전면 금지하며
　기준을 만족한 흡연실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지정 구역에서만 흡연하십시오.

◇지정 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분 대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옥외에서의 흡연 규칙은
　구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의 구시정촌에 확인해 주십시오.

주된 규제 내용

医療機関、大学、児童福祉施設、行政機関

乗り物

決められた場所以外で喫煙をした場合、
法令により過料等の対象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흡연 가능 구역에서도 흡연할 때는 주변 분께 간접흡연 노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담배는 반드시 지정 구역에서만 흡연하십시오.
만 20세 미만의 분은 흡연 가능 구역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흡연 가능 구역

③喫煙可能室（たばこを吸いながら飲食
　等ができる部屋・店）
　※従業員がいない小規模店のみ設置可
④喫煙目的室（喫煙を主目的とした部屋・店）
　※シガーバーなど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행정 기관의 청사 등

실내 완전 금연입니다.
특정 옥외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흡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옥외 흡연 구역이 없는 경우, 부지 내는 전면 금연이므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회사·사무실, 오락시설, 호텔 공용부 등

다음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①흡연전용실…담배를 흡연하기 위한 흡연 전용실
②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전자 담배 한정으로 흡입과 식사를
할 수 있는 흡연실

　다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나 베란다, 입주 시설의 개인실 등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 철도나 선박의 숙박용 객실

음식점

다음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①흡연전용실…담배를 흡연하기 위한 흡연 전용실
②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전자 담배 한정으로 흡입과 식사를 할 
　수 있는 흡연실
③흡연실…종업원이 없는 음식점의 흡연석
④흡연실…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Bar), 스낵 주점 등
　흡연 가능 실내에서는 식음 등 흡연 이외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バー・スナック たばこ販売店
たばこを対面販売している

◇2020년 4월 1일부터는,
　개정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전면 시행에 의거

　모든 시설은 흡연을 전면 금지하며

　기준을 만족한 흡연실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지정 구역에서만 흡연하십시오.

◇지정 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분 대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옥외에서의 흡연 규칙은
　구시초선( )이 독자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규제 내용

①흡연전용실 ②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③흡연실 ④흡연실

　일본에서는 간접흡연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만5천 명으로 
추정되며 간접흡연은 폐암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 여러 질환의 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스스로 의사로 간접흡연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도에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방지 대책의 목적

◇2020년 4월 1일부터는,
　개정 건강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전면 시행에 의거
　모든 시설은 흡연을 전면 금지하며
　기준을 만족한 흡연실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지정 구역에서만 흡연하십시오.

◇지정 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분 대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옥외에서의 흡연 규칙은
　구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의 구시정촌에 확인해 주십시오.

주된 규제 내용

医療機関、大学、児童福祉施設、行政機関

乗り物

決められた場所以外で喫煙をした場合、
法令により過料等の対象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흡연 가능 구역에서도 흡연할 때는 주변 분께 간접흡연 노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안내 표지 설치

◇음식점 안내 표지에 대해
　매장 내의 흡연 상황에 대해 매장 출입구에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의 출입구에도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설 안내 표지에 대해
　옥내에 흡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음식점과 같이 시설 출입구와 흡연실 출입구에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이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금연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決められた場所以外で喫煙をした場合、
法令により過料等の対象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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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안내 표지에 대해
　매장 내의 흡연 상황에 대해 매장 출입구에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의 출입구에도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흡연 가능 구역

안내 표지 이미지

다음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①흡연전용실…담배를 흡연하기 위한 흡연 전용실
②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담배를 흡연하기 위한 흡연 전용실
③흡연 가능실…종업원이 없는 음식점의 흡연석
흡연 가능 실내에서는 식음 등 흡연 이외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④흡연실…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Bar), 스낵 주점 등

加熱式たばこ専用喫煙室
（対象）
加熱式たばこ専用喫煙室（加
熱式たばこのみ吸いながら飲
食等ができる部屋）を設置し
た施設

加熱式たばこ専用喫煙室あり
（対象）
加熱式たばこ専用喫煙室を設
置した施設

喫煙目的店（室※）
（対象）
たばこの対面販売をし、主食を
主として提供しないバーな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