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합니까?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법입니다.

의무 사항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중경범죄이며 
형사 고발,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CW 26.28.080)

법을 준수하십시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오직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십시오

27세 미만으로 보이는 개개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들은 계산대 

뒤에 또는 잠금 장치가 된 진열대에 보관하고, 
셀프 서비스용 진열대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현금 등록기에 나이 제한에 대한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금지 사항
담배 포장을 개봉하지 마십시오

개비 담배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멘톨 향미를 제외하고, 향미가 나는 담배 또는 향미가 나는 
말아서 피는 담배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자동 판매기로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담배 견본품을 무료로 주지 마십시오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견본품을 무료로 주지 마십시오***

판매점 점주에 대한 벌금

예외: 
* 담배 제품들이 성인 전용 장소에 있지 않는 한
** 향미가 나는  여송연, 무연 담배 및 용해되는 담배 그리고 향미가 나는 전자 담배 액상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씹는 담배의 견본품을 무료로 줄 수 있거나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 제품을 무료로    

 시연해보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성인 전용 판매점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담배 제품에 함유된 니코틴과 
화학물질은 어린 사람들의 뇌, 심장 및 폐에 
해를 끼칩니다.4

청소년 흡연자는 13명 중 1명이 흡연이 일으킨 
질병으로 인해 일찍 사망합니다.1

2015년에 담배를 핀 10대들 중 약 50%는 
전자담배 제품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담배 
제품을 피웠습니다.1

워싱톤 지역의 10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2012년 이래로 4배가 되었습니다.2  

전자담배를 피는 10대들은 성인이 되어 필시 

담배를 피게 될 가능성이 6배 더 큽니다.3

담배
여송연
봉초 담배 
물담배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용해되는 담배

전자담배
전자 담뱃대/기구
전자담배 액상/전자담배 식용향료 액상
니코틴 젤

담배와 전자담배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200 ................................초범 

$600 ................................재범  

$2,000.............................3범
6개월 면허 정지

$3,000. ...........................  4범
12개월 면허 정지

5년 면허 취소 ...............  5범
*가장 최근 위반 시점부터 3년 이내* (RCW 70.155.100)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점원은 위에 소개된 판매점주의 처벌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0-284 2016년 6월

워싱톤 주 주류 마리화나국  |  lcb.wa.gov  |  360-664-9878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문서는 요청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1-800-525-01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TDD/TYY 711번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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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에 대하여
워싱톤 주법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전자담배 제품을 규제합니다. 현재 새로운 연방 담배법은 ENDS(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 니코틴 전달 장치), 여송연, 물담배와 파이프 담배, 그리고 용해되는 담배와 젤에 적용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이 성인용으로는 적법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담배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매체와 기회를 줄이기 
위합니다. 

그 법에서 그대로 똑같이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었던 기존의 법과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판매해야 
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셀프 서비스용 진열대에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 할 수 없게 되었고, 자동 판매기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제품판매기가 성인 전용 장소에 위치한다면 괜찮습니다). 현금 등록기에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을 18세 
미만인 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소매점은 담배 판매 면허와 같이 전자담배 제품 판매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통합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면허는 두 가지 면허를 따로따로 신청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각각 $175 대신에 $250). 
전자담배 제품의 도매점과 온라인/배달 판매점도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현재 C급 
중죄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전자담배 액상, 기구 및 부품을 포함하여, 전자담배 제품은 현재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것들이 함께 판매되거나 또는 별도로 
판매되든지 간에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오직 성인들만 입장을 허용하는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전자담배 제품의 무료 시연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이 니코틴을 함유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연방법은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의 시연을 금지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다루거나 냄새 맡는 것은 허용되지만, 
흡입하거나 제품을 구성하는 아무 것이라도 갖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에 대한 벌금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주 정부의 벌금은 $200에서 시작하여 다수의 위반 후에는 최고 
$3,00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담배 위반 건과 전자담배 위반 건은 함께 계산되며,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3년 내에 5번을 
초과하여 위반하면, 담배 및/또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품을 제조합니까?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합니까?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액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구들을 
조립합니까? 이 제품들을 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다시 붙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연방법에 의거한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자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제품을 제조와 판매, 두 가지 모두를 하는 판매점은 그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에 적용되는 규칙 및 연방법에 대한 모든 상세 사항에 관하여 더 상세히 알아보려면, fda.gov를 
방문하십시오.

상세 정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에 관한 주법에 대한 모든 상세 사항을 알아보려면, lcb.wa.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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