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법 

담배 제품 및 비담배 시샤 최저 가격  
 

일반 정보 
 
2017년 8월, 뉴욕시(NYC)는 담배 제품 및 비담배 시샤 제품에 대한 최저 가격과 세금이 명시된 지
방법 145호를 제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 법률의 목적을 설명하고 최저 가격을 준수하는 방법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궐련이 아닌 담배 제품(기타 담배 제품 또는 OTP)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 해당 법률 일부에 대한 규정을 수립 중입니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안내 지침
이 발표됩니다.  
 
이 법은 어떤 제품에 적용됩니까? 
 
이 법은 엽궐련(시가릴로 포함), 소형 엽궐련, 무연 담배(씹는 담배, 코담배, 용해성 담배 제품 포함), 
살담배(파이프 담배 및 직접 말아 피는 담배 포함), 스누스, 시샤(담배 및 비담배 모두 해당)에 대
한 최저 가격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전자 담배 및 기타 증기식 담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8년 6월 1일부터 담배 한 갑의 최저 가격은 $13.00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smoke/cig-min-price.pdf에서 확인하십
시오. 
 
담배 제품의 가격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배는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모든 담배 제품(엽궐
련, 무연 담배, 담배 함유 시샤, 기타 담배 제품을 포함)은 선천적으로 위험하며, 중독성이 강한 니
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 흡연 비율 감소를 위한 뉴욕시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
고 있지만, 청소년의 기타 담배 제품 사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금을 통한 담배 제품 가
격 인상은 비흡연자의 흡연 의욕을 낮추고 금연 또는 담배를 줄이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청소년 및 성인의 흡연 비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담
배 제품의 최저 가격 인상은 담배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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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 방법 
 
이 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담배 소매업자들이 해당 카테고리 및 포장 크기에 따른 최저 가격을 준수
하도록 명시합니다(표 참조).  
 
OTP 세금에 대한 초기 정보는  
www1.nyc.gov/assets/finance/downloads/pdf/fm/2018/fm-18-5.pdf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법은 어떤 사업체에 적용됩니까? 
 
이 법의 최저 가격 규정은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발효일 및 시행 
 
이 법은 언제 발효됩니까? 
 
이 법은 2018년 10월 1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 이 최저 가격은 소매업체 단계에서 시행됩니다. 
• 뉴욕시 소비자 사안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는 담배 소매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이 법의 최저 가격 규정 준수를 감독합니다.  

• 최저 가격 미만으로 담배 제품을 판매 또는 제안하는 사업체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최초 
적발될 경우 DCA가 해당 사업체에 $1,000의 벌금을 부과하며, 5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 시 
$2,000의 벌금과 세 번째 위반 시 $5,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이 법을 위반하면 담배 소매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1.nyc.gov/site/dca/businesses/inspection-checklists.page를 방문해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관련 법률에 따라 OTP에는 다음 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안내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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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가격 
 

아래 표는 최저 가격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번 섹션에 나오는 다른 표들은 일반적인 특
정 포장 크기에 대한 계산 방법을 예로 설명합니다. 목록에 나오지 않은 포장 크기에 대한 최저 가
격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 포장 크기  

(개수 또는 온스) 
최저 가격(OTP 세금 및 판매세 제외) 

소형 엽궐련 20개(최소 포장 크기) 1갑당 $10.95 
엽궐련(또는 시가
릴로) 

엽궐련 1개 $8.00 
엽궐련 1갑 $8.00 + ($1.75 x 엽궐련 개수 - 1) 

무연 담배 1.2온스(최소 크기) $8.00 
1.2온스 초과  $8.00 + ($2.00 x 추가 0.3온스당 또

는 기타 초과분당 *) 
스누스 0.32온스(최소 크기) $8.00 

0.32온스 초과 $8.00 + ($2.00 x 추가 0.08온스당 또
는 기타 초과분당*) 

시샤(담배 및 비담
배 모두) 

3.5온스(최소 크기) $17.00 
3.5온스 초과 $17.00 + ($3.40 x 추가 0.7온스당 또

는 기타 초과분당*) 
살담배  1.5온스(최소 크기) $2.55 

1.5온스 초과 $2.55 + ($0.51 x 추가 0.3온스당 또
는 기타 초과분당*) 

 
 
 
 
 
 
 
 
 
 
 
 

*기타 초과분이란 무연 담배 또는 살담배의 경우 0~0.3온스, 스누스의 경우 0~0.08온스, 시샤의 경우 0~0.7온스의 추가분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 크기에 상관없이 1.2~1.5온스 무연 담배의 최저 가격은 $10.00입니다.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추가 예시
는 아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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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엽궐련 
 
아래 표는 소형 엽궐련 1갑의 최저 가격을 보여줍니다.  
 

소형 엽궐련 포장 크기 최저 가격(OTP 세금 및 판매세 제외) 
20개들이  $10.95 
 

엽궐련 
 
아래 표는 일부 엽궐련 포장 크기에 따른 최저 가격을 보여줍니다.  
 

엽궐련 포장 크기 최저 가격(OTP 세금 및 판매세 제외) 
엽궐련 1개 $8.00 
2개들이 $9.75 

3개들이 $11.50 

4개들이 $13.25 

5개들이 $15.00 
8개들이 $20.25 

10개들이 $23.75 

20개들이 $41.25 
 

무연 담배 
 
아래 표는 일부 무연 담배 포장 크기에 따른 최저 가격을 보여줍니다.  
 

무연 담배 포장 크기 최저 가격(OTP 세금 및 판매세 제외) 
1.2온스(최소 크기) $8.00 

1.2온스 초과, 최대 1.5온스 $10.00 

1.5온스 초과, 최대 1.8온스 $12.00 

1.8온스 초과, 최대 2.1온스 $14.00 

2.1온스 초과, 최대 2.4온스 $16.00 

2.4온스 초과, 최대 2.7온스 $18.00 

2.7온스 초과, 최대 3.0온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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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 
 
아래 표는 일부 스누스 포장 크기에 따른 최저 가격을 보여줍니다.  
 

스누스 포장 크기 최저 가격(OTP 세금 및 판
매세 제외) 

0.32온스(최소 크기) $8.00 

0.32온스 초과, 최대 0.40온스 $10.00 

0.40온스 초과, 최대 0.48온스 $12.00 

0.48온스 초과, 최대 0.56온스 $14.00 
0.56온스 초과, 최대 0.64온스 $16.00 
 

시샤(담배 및 비담배 모두) 
 
아래 표는 일부 시샤 포장 크기에 따른 최저 가격을 보여줍니다.  
 

시샤 포장 크기 최저 가격(OTP 세금 및 판
매세 제외) 

3.5온스(최소 크기) $17.00 
3.5온스 초과, 최대 4.2온스 $20.40 
4.2온스 초과, 최대 4.9온스 $23.80 
4.9온스 초과, 최대 5.6온스 $27.20 
5.6온스 초과, 최대 6.3온스 $30.60 
6.3온스 초과, 최대 7.0온스 $34.00 
7.0온스 초과, 최대 7.7온스 $37.40 
7.7온스 초과, 최대 8.4온스 $40.80 
8.4온스 초과, 최대 9.1온스 $44.20 
34.3온스 초과, 최대 35온스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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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담배 
 
아래 표는 일부 살담배 포장 크기에 따른 최저 가격을 보여줍니다.  
 

살담배 포장 크기 최저 가격(OTP 세금 및 판매세 제외) 
1.5온스(최소 크기) $2.55 

1.5온스 초과, 최대 1.8온스 $3.06 

1.8온스 초과, 최대 2.1온스 $3.57 

2.1온스 초과, 최대 2.4온스 $4.08 

2.4온스 초과, 최대 2.7온스 $4.59 

2.7온스 초과, 최대 3.0온스 $5.10 

3.0온스 초과, 최대 3.3온스 $5.61 

3.3온스 초과, 최대 3.6온스 $6.12 

3.6온스 초과, 최대 3.9온스 $6.63 

3.9온스 초과, 최대 4.2온스 $7.14 

4.2온스 초과, 최대 4.5온스 $7.65  
4.5온스 초과, 최대 4.8온스 $8.16 

4.8온스 초과, 최대 5.1온스 $8.67 

5.1온스 초과, 최대 5.4온스 $9.18 

5.4온스 초과, 최대 5.7온스 $9.69 

5.7온스 초과, 최대 6.0온스 $10.20 
6.0온스 초과, 최대 6.3온스 $10.71 

6.3온스 초과, 최대 6.6온스 $11.22 

6.6온스 초과, 최대 6.9온스 $11.73 

6.9온스 초과, 최대 7.2온스 $12.24 

7.2온스 초과, 최대 7.5온스 $12.75 

7.5온스 초과, 최대 7.8온스 $13.26 

7.8온스 초과, 최대 8.1온스 $13.77 

8.1온스 초과, 최대 8.4온스 $14.28 

8.4온스 초과, 최대 8.7온스 $14.79 

8.7온스 초과, 최대 9.0온스 $15.30 

9.0온스 초과, 최대 9.3온스 $15.81 

9.3온스 초과, 최대 9.6온스 $16.32 
9.6온스 초과, 최대 9.9온스 $16.83 

9.9온스 초과, 최대 10.2온스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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