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 및 담배 제품, 전자 담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률

알아야 할 사항

새 법률은 무엇입니까?
이 법률은 소매업자가 담배 또는 시가, 씹는 담배, 가루 담배, 기타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를 21세 미만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뉴욕 시가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뉴욕 시 흡연자의 80%가 21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합니다. 흡연을 시도하는 젊은층은 20
세 전후로 호기심 어린 흡연가에서 상습 흡연가로 바뀝니다. 법정 최저 판매 연령을 상
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뉴욕 시민들이 니코틴을 접하거나 중독되지 않고 성년
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정 판매 연령이 연령 확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소매업자는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 전자담배를 주문하는 고
객이 21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30세 이하로 보이
는 경우 연령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연
령 증빙서로 간주됩니다.

• 주 정부 또는 미국 또는 캐나다 정부 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포함

이 법은 소매업자들이 담배, 다른 담배 제품(시가, 시가릴로, 무연담배, 스누스, 담배가
함유된 물담배), 전자담배 및 부품(리필 및 카트리지 포함)을 21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된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뉴욕 주 운전면허증은 21세 미만자에겐 상단에 “Under 21” (21세
미만)이라고 적힌 새로운 세로 형식을 적용하고 있어 소매업자
들이 21세 미만의 고객을 식별하기 쉬워졌습니다.
• 유효한 여권
• 미국의 군대에서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전자 담배란?

직장 또는 학교, 대학에서 발급한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에 이 법이 적용됩니까?

전자 담배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흡입할 수 있는 증기를 내는 배터리 작동 장치입니다.
“e-cigs” 또는 “e-cigarettes”, “e-hookahs” 기타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많은 종류가 있지
만 Blu, NJOY, Logic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법률상 정의에 의하면, 전자 담배
에는 리필, 카트리지, 기타 부품이 포함됩니다. 리필은 때때로 “e-liquid” 또는 “e-juice”라
고 불립니다.

새로운 법정 판매 연령 21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까?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물담배 또는 허브 담배, 파이프, 담배 종이, 흡연 용품은 21세 미만
자에게도 판매 가능하나, 여전히 18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뉴욕 시의 담배 판매점에 새로운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까?
예.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 전자 담배, 허브 담배, 물담배, 파이프, 담배 종이, 흡연 용
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자들은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러한 품목 판매의 최
저 연령에 대한 뉴욕 시 법률을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앞으로 수
주후에 발송되며 온라인에서도 제공됩니다. 표지판을 보시려면 nyc.gov를 방문하셔서
“tobacco laws(담배법)”를 검색하시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필수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자
에게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차 위반 및 당일에 적발된 기
타 위반 사항에 대해 $1,000 이하의 벌금, 2년 이내 2차 위반 및 3년 이내의 후속 위반 사항
에 대해 $2,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차 위반은 담배 소매 면허의 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18세 미만자에게 이러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추가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 주 공중보건법 제13-F조(New York State Public
Health Law, Article 13-F §1399-aa et seq.), 일명 청소년 흡연 방지법(Adolescent Tobacco Use
Prevention Act, ATUPA)을 참조하십시오.

이 법률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이 법률은 2014년 5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률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뉴욕 시 소비자 사안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nsumer Aﬀairs)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 안내 자료를 다른 언어로 읽고 싶거나 실제 법률을 참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
니까?
nyc.gov를 방문하셔서 “tobacco laws” (담배 법)를 검색하시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담
배 21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배 21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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