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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뉴욕 시의 새로운 담배법이 적용됩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자담배를 판매합니다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은 귀하의 사업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담배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본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CA 웹사이트 nyc.gov/dca를 방문하십시오.

뉴욕 시 법은 약국 및 면허를 획득하여 약국을 소유한 사업체가 
시에서 담배 관련 제품 및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17년 8월 28일부로, DCA는 더는 약국으로부터 신규 궐련 소매 
판매상(Cigarette Retail Dealer) 면허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약국은 담배 소매 판매상(Tobacco Retail Dealer) 또는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Electronic Cigarette Retail Dealer)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DCA는 사업체가 약국 또는 약국을 소유한 사업체가 
되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거부합니다. DCA가 불법으로 면허를 
획득한 약국을 적발할 경우, DCA는 면허를 취소할 것입니다.

모든 약국에 대한 적용 날짜

2018년 8월 23일: 전자담배 금지가 발효됩니다. 약국 또는 약국을 
소유한 사업체가 뉴욕 시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9년 1월 1일: 담배 금지가 발효됩니다. 뉴욕 시에서 약국 또는 
약국을 소유한 사업체가 뉴욕 시에서 담배 또는 기타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효한 뉴욕 주 담배 등록을 소지한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현재 궐련 소매 판매상 면허를  
소지한 약국에 대한 적용 날짜

2017년 12월 31일: 홀수해 면허 만료일 1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일괄 법안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갱신 
수수료는 갱신 시기에 따라 $55 또는 $100입니다.

2018년 2월 23일: 갱신한 궐련 소매 판매상 면허의 만료일.

2018년 2월 24일: 귀하의 궐련 소매 판매상 면허는 자동으로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가 됩니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문서를 보내드리며,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갱신 신청서를 이 날짜 또는 그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며,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뉴욕 시에서 담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의 영구 만료일.

약국 
운영자의 
경우

주의 사항



주의 사항

현재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소지 (약국 아님)

면허 적용 날짜

2017년 12월 31일: 홀수해 면허 만료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2월 23일에 만료됩니다. 면허 갱신 일괄 법안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갱신 수수료는 갱신 시기에 따라 $110 
또는 $200입니다.

2018년 2월 23일: 갱신한 궐련 소매 판매상 면허의 만료일.

2018년 2월 24일: 
 귀하의 궐련 소매 판매상(Cigarette Retail Dealer) 면허는 

자동으로 담배 소매 판매상(Tobacco Retail Dealer) 면허가 
됩니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문서를 보내드리며,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면허는 
적절한 만기 만료일을 적용합니다.

 담배 소매 판매상에 대한 한도가 발효됩니다. 지역 공동체 한도 
섹션 참조.

2018년 2월 28일: 갱신 신청서를 이 날짜 또는 그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 공동체에서 면허가 
유효해질 때까지 새로운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궐련 소매 판매상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약국 아님)

DCA는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위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강하게 제안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에는 모든 필수 서류 및 
정보가 해당합니다. 온라인 nyc.gov/dca, 전화 311번, 또는 DCA 
라이선싱 센터(DCA Licensing Center) 또는 뉴욕 시 중소기업 
지원 센터(NYC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의 직원에게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궐련 소매 판매상 면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2018년 2월 24일 이후로 
지역 공동체 한도가 담배 소매 판매상에게 시행될 때,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 24일부로, 뉴욕 시에서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없이 궐련,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손으로 만 담배, 스누스, 비디, 코담배, 
물담배 또는 용해되는 담배 등,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아래 적용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청서 적용 날짜

2018년 1월 12일: 

 DCA는 완전히 작성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수의 한도는 2018년 2월 24일에  
발효됩니다. 2018년 1월 12일까지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DCA는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 
순서로 검토합니다. 

2018년 2월 24일: 

 DCA는 더는 궐련 소매 판매상 면허의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DCA가 이 날짜까지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뉴욕 시에서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없이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동체 한도 다음 페이지 >

주의 사항주의 사항

2018년 8월 23일부로, 뉴욕 시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상점은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Electronic Cigarette Retail Dealer)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 기간은 2년입니다. 면허 수수료는  
$200입니다.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인증을 2017년 8월 28일 또는 그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날짜부터 귀하에게 판매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것입니다.

21세 이하에게 전자담배 또는 액체 니코틴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처벌:

 21세 이하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3년 동안 2회  
이상 전자담배를 배달한 경우,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가 취소됩니다.

 DCA 면허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체에는  
심사일부터 심리 기간 동안 매일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서 적용 날짜 (신청을 하려면 2017년 8월 28일 
또는 그전까지 전자담배를 판매했어야 함)

2018년 1월 25일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 최초 신청 기간. 
DCA는 2018년 1월 25일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DCA는 
2018년 4월 25일에 신청서 접수를 종료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소비자에게 전자담배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자담배는 상점에서만 판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뉴욕 시에서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규 신청서는 지역 공동체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다음 페이지 참조).

2019년 11월 30일: 최초 신청 기간에 발급된 면허의 만료일. 
2019년에, 평가가 좋은 유효한 면허의 모든 소지자는 한도와  
관계없이 갱신 일괄 법안을 보내드립니다. 면허는 홀수해의  
11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지역 공동체 한도

법에 따라, DCA는 뉴욕 시 헌장 제69장에 의거하여 각 지역 공동체별로 담배 소매 판매상(Tobacco Retail Dealer) 및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Electronic Cigarette Retail Dealer) 면허 수의 한도(제한)를 정할 것입니다. 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2월 24일에 영업 중인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수의 50%

 최초 신청 기간 후에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에게 발급하는 면허 수의 50%

한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DCA는 지역 공동체의 면허 수가 해당 업종의 한도 이하가 될 때까지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 또는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의 
신청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도와 관계없이, DCA는 현재, 해당 주소에 같은 업종에서 평가가 좋은 유효한 면허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체가 판매 30일 
이내에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때에만 신규 신청서를 받을 것입니다.

 법인,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LLC)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면허가 무효가 된 개인 또는 사업체의 신규 신청서.

 한도와 관계없이, DCA는 담배 소매 판매상 및 전자담배 소매 판매상의 갱신 신청서를 받을 것입니다.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은 뉴욕 시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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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 센터 위치

DCA Licensing Center 
(DCA 라이선싱 센터)
42 Broadway, Lobby
New York, NY 1000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수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NYC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뉴욕 시 중소기업 지원 센터)
90-27 Sutphin Blvd, 4th Floor 
Jamaica, NY 1143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