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및 과징금
사업체가 담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고지서를 받고 심리에 출석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에서 유죄로 밝혀지는 경우: 

•   뉴욕시 담배 제품 규제법(Tobacco Product Regulation Act, TPRA) 위반 시 각 건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합니다. TPRA에  
따라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또는 허브 담배, 비담배 시샤, 파이프 또는 롤링 담배와 같은 비담배 흡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게는 첫 번째 위반인 경우에 최대 $1,000, 이후의 위반부터는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8세 미만에게 담배 제품, 전자 담배, 파이프, 롤링 담배 또는 시샤 판매와 관련된 위반 시 뉴욕주 청소년흡연방지법
(Adolescent Tobacco Use Prevention Act, ATUPA) 위반 각 건에 대해 추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추가로 첫 번째  
위반인 경우에는 $300~$1,000, 이후의 위반부터는 $500~$1,5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정지 또는 취소  
기간에 위반하면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담배 면허의 상실
3년 기간 이내에 뉴욕시 법에 대한 2건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뉴욕시 담배 면허를 철회합니다. 3건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60일까지 사업장 영업을 정지합니다. 

뉴욕주 담배 등록 및 복권 판매 면허의 상실
3년 기간 이내에 뉴욕주 법에 대한 4건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간 뉴욕주 담배 판매 등록 및 뉴욕주 복권 
면허를 상실합니다.

뉴욕주 점수 시스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위반 
뉴욕주 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이나 약초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사업체에 대한 위반 점수 시스
템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한 판매 각 건에 대해, 2점(또는 판매한 직원이 뉴욕주 담배 판매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1점)이 부과됩니다. 이 점수는 3년 동안 기록에 남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점: 사업체에 점수가 기록되어 있는 동안 매년 2회 이상의 재검사 시행.

•   3점 이상: 뉴욕주 담배 판매 등록 및 뉴욕주 복권 면허의 6개월 정지. 

정지 기간이 끝나면, 3점이 삭제됩니다.

추가 처벌
유효한 뉴욕시 담배 면허가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담배는 압수됩니다.

유효한 뉴욕시 담배 면허 없이 3년 기간 이내에 2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사업장 전체를 임시 폐쇄합니다. 제조자 또는 공
인 도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효한 뉴욕주 담배 등록이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이름과 주소가 뉴욕주 조세 및 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국장에게 보고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또는 비담배 흡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뉴욕시 및 뉴욕주의 처벌

더 자세한 정보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에서 "tobacco laws"(담배법)를 검색하십시오. 

위반

뉴욕시 TPRA 첫 번째 위반:

•  위반당 최고 $1,000까지 벌금 

3년 기간 이내 두 번째 및 후속 위반:
• 위반당 최고 $2,000까지 벌금 
•  뉴욕시 담배 면허의 의무 철회
• 최대 60일 동안 가게 영업 정지

및

뉴욕주 ATUPA 첫 번째 위반:
•  $300~$1,000 사이의 벌금
• $50의 추가 과징금
• 2점

두 번째 및 후속 위반: 
•  $500~$1,500 사이의 벌금
• $50의 추가 과징금
• 2점

뉴욕주 ATUPA 및 뉴욕시 TPRA 위반에 대한 처벌

주의: 새 법이 발효되고 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에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추가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7년 가을 업데이트됨

*예상 효력 발생일: 201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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