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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와 유통업체를 위한 가향 토바코 및 전자 담배 지침 

 
2019 년 뉴욕시 의회는 지방법 228 을 제정하여, 그 크기나 형태에 관계없이 가향 전자 

담배와 가향 액상 전자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또한 2019 년 지방법 228 은 

이러한 품목의 구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청년들의 전자 담배 중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가향 전자 담배 제품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020 년 4 월, 뉴욕주 

예산법에서도 이러한 품목의 판매 또는 구매 제안을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기타 변경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중보건법 §§ 1399-MM-1, 1399-MM-2 및 1399-Mm-3 을 

참조해주십시오.  

도매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소매업체의 법 준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을 

준수하면 반환 발송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반과 벌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019 년 지방법 228 은 가향 토바코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 뉴욕시 법에 전자 담배와 

액상(니코틴 액상이라고도 함)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해당 법은 전자 담배와 

액상 외에도, 가향 시가, 시가릴로, 소형 시가, 시가랩, 무연 담배(씹는 담배, 코담배, 용해성 

담배 제품 포함), 각련(파이프 담배 및 직접 말아 피는 담배 포함) 블런트 랩, 스누스 및 

시샤(토바코 및 비 토바코 모두 해당)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토바코와 멘솔 이외의 향은 

2009 년부터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왔습니다. 전자 담배와 담배(다른 토바코 제품 또는 

OTP) 이외의 토바코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년 7 월 1 일부로, 뉴욕시(New York City, NYC)에 있는 토바코 및 전자 담배 소매업체는 

다음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 담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토바코 향이나 무향의 전자 담배 또는 

액상/니코틴 액상. 여기에는 일회용, 리필형, 탱크 기반형 베이핑 제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토바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토바코, 멘솔, 민트, 윈터 그린 향 또는 

무향의 OTP 및 토바코, 멘솔 향이 나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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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와 유통업자들은 뉴욕시와 뉴욕주 내 다른 곳에서 주문을 처리할 때, 주정부의 

새로운 규정뿐만 아니라 뉴욕주 법의 이러한 변동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뉴욕시 규정에 따라, 뉴욕시 소매업체에 상기 가향 제품의 구매를 제안하거나 뉴욕시 

소매업체로부터 이러한 제품의 주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향 제품 중 그 

어떤 것도 뉴욕시 내의 소매업체에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지나 홍보 문구에 있는 

단어, 색깔 또는 그림 같은 것으로 가향 제품임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icy"(스파이시) 나 "sweet" (스위트) 같은 단어들은 해당 제품이 가향 제품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저희는 여러분께 어떤 제품이 판매 가능하고 어떤 제품이 

판매 불가능한지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뉴욕시 유통업체에 가향 제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는 벌칙 부과 등의 집행 조치를 받게 

됩니다. 뉴욕시 내에 위치한 허가 도매업체는 합법적인 관할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소매업체나 다른 도매업체에게 가향 토바코와 베이핑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 담배와 액상 전자 담배에는 배터리와 니코틴 등의 유해 폐기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소매업체는 이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뉴욕시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도매업체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변동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tax.ny.gov/bus 를 방문해주십시오. 뉴욕시 

토바코 및 전자 담배 규제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nyc.gov/health 를 

방문하여 “tobacco laws”(토바코법)을 검색하시거나 311 로 전화하여 본인이 토바코 또는 

전자 담배 소매 상인임을 알려주십시오. 

http://tax.ny.gov/bus
http://nyc.gov/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