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욕시 및 뉴욕주 담배법 개요
연령 증빙

•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베이핑 제품, 허브 담배 등의
비담배 흡연 제품, 비담배 시샤, 파이프, 말아피는 담배를
요청하는 고객이 최소 21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고객이
30세 미만으로 보이는 경우 허용 가능한 연령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및 면허

• 모든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또는 허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뉴욕주(NYS) 세무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로부터의 유효한 등록, 뉴욕시
(NYC) 소비자및노동자보호(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로부터의 담배 소매
판매자 및 전자 담배 소매 판매 면허. 현재 NYC에서 신규
면허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 N
 YC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tax.ny.gov/bus/vpt를
방문하십시오. NYC 면허에 대한 정보는 nyc.gov/dca에서
확인하십시오.

안내문 및 광고

21+

• 연
 령 증빙 안내문, 납세필 인지 안내문, 베이핑 제품
안내문(전자 담배 판매 시)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연령 증빙 및 납세필 인지 안내문은
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핑 제품 안내문은
ny.gov를 방문하여 “vaping poster.”(베이핑 포스터)를
검색하십시오.

• 매
 장이 학교에서 500피트 이내에 위치한 경우, 매장 전면
및 외부 출입문, 창문에 담배, 베이핑 제품, 전자 담배 및 그
용품에 관련된 그 어떤 광고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품 및 포장

• 담
 배 소매업자는 향이 가미되지 않았거나 담배향, 멘솔향,
민트향, 윈터그린향인 담배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향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전
 자 담배 소매 판매자 면허를 소유한 매장에서는
담배향이거나 무향인 전자 담배나 전자 담배 액상(니코틴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향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회용,
리필용, 탱크형 제품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담배, 베이핑 제품에 적용됩니다.

• 담배 제품은 필수 최소 포장 사이즈에 맞는 제조사 포장에
담긴 상태로만 판매합니다. 낱개 담배 또는 낱개의 소형
시가(“루지”)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nyc.gov를 방문하여
“tobacco laws”(담배법)을 검색, 각 담배 제품별 필수 포장
사이즈에 대한 상세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매업자는 제조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도매업자로부터만
담배와 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및 세금

• 기타 모든 필수 부가 판매세를 포함하여, 최소 필수
가격으로만 담배 제품을 판매합니다. NYS 내의 베이핑
제품에는 20%의 판매부가세(부가세)를 적용합니다.
nyc.gov를 방문하여 “tobacco laws”(담배법)를 검색,
각 담배 제품별 최소 가격에 대한 상세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
 배 또는 베이핑 제품에 쿠폰이나 할인을 제공하거나
수락하지 마십시오.

• 유효한 NYC/NYS 납세필 인지가 포함되지 않은 담배 팩은
판매, 판매 제안, 운송하지 않습니다.

추가 요건

• 소매업자는 NYC 내 개인에게 담배 또는 전자 담배 제품을
배송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담배 제품, 시샤, 허브 담배, 전자 담배, 베이핑 제품은
카운터 안쪽에 보관하거나 자물쇠가 달린 캐비넷(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18세 미만의 직원은 현장에 위치하며 최소 18세 이상인
누군가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담배 제품을 판매, 제공, 다룰
수 없습니다.

• 주의: 뉴욕주의 대마초 소매 판매 면허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대마초
판매는 불법입니다. 업데이트는 cannabis.ny.gov/
licensi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YC 재무부 조사관 및 군 보안관 대리는 사업체를 조사하여 담배세의 지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잠복 DCWP 경찰관
및 조사관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NYC 및 NYS 담배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중 사용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려면 nyc.gov/dca를 방문하여 “tobacco laws”(담배법)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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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를
방문하여 “tobacco laws”(담배법)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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