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1세 미만에게 담배나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1세 미만에게 담배나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경범죄이며 형사 처벌,
벌금 또는 2가지 모두 가능한 범법행위입니다. (RCW 26.28.080)

상점 주인 처벌
$200 ...................................... 최초 위법 시

법을 준수하십시오.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킵시다.

$600 ....................................... 2차 위법 시*
$2,000 ................................... 3차 위법 시*

흡연 청소년 13명 중 1명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이른 나이에 사망합니다.1
2018년 흡연 청소년의 약 41%가 전자 담배
제품을 포함해 2종 이상의 담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1

6개월 면허 정지

$3,000 ................................... 4차 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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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흡연 학생의 약 4배되는 10학년 학생이
전자 담배를 사용했습니다.2

12개월 추가 면허 정지

5년 면허 정지 ................ 5차 위법 시*

청소년의 전자 담배 및 담배 사용과 기타 태워서
피는 담배 제품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3

*가장 최근 위법 시기로부터 3년 이내.
(RCW 70.155.100)
담배나 전자 담배 제품을 불법 판매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기타
화학물질은 청소년의 두뇌, 심장 및 폐에
유해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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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은 다음과 같으나,

담배
시가
직접 말아 피는 담배
물담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파이프 담배
무연 담배(씹는 담배)
녹이는 담배
니코틴 젤

전자 담배 베이핑 펜/기기
E-액상/E-주스
(전자 담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CW 70-345를 참조하십시오)

허용 행위:

금지 행위:

-

- 담배 포장을 뜯습니다.
- 담배를 낱개로 팔거나 담배갑 내 개수가 모자라는 형태로
판매합니다.
- 담배나 전자 담배 제품을 자판기에서 판매합니다.*
- 향이 첨가된 담배나 직접 말아 피는 담배를 판매합니다

21세 이상에게만 담배나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합니다.
-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모든 담배, 무연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셀프서비스 디스플레이가 아닌,
카운터 안쪽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
디스플레이에 보관합니다.*
- 연령 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계산대에
붙입니다.
* 제품이 성인에게만 제한된 공간에 있지 않은 경우.

(멘톨 향 제외**).

-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 샘플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 담배 제품 무료 시연을 진행합니다.***
예외:

* 제품이 성인에게만 제한된 공간에 있지 않은 경우.
** 향이 첨가된 담배, 무연 담배, 녹이는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용 향이 첨가된 e-액상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담배 샘플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 담배
제품 무료 시연을 진행합니다(단, 성인에게만 제한된 상점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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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요청 시 이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려면,
1-800-525-0127(TTY/TDD는 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담배 및 전자 담배 21 법(NEW Tobacco and Vapor 21 Law)
21세 미만에게 담배나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결의안 1074(Engrossed House Bill 1074)가 2019
년 법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담배와
전자 담배 제품에 적용됩니다.
담배와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든 상점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해야 하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셀프서비스나 자판기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21세 이상 성인에게만 제한된 구역에 있지
않는 이상). 21세 미만에게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적힌 "법입니다" 노란색 안내문을
모든 계산대에 부착합니다. E-액상, 전자 기기 및 부품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담배 제품들이
법으로 규제됩니다. 세트로 또는 별도로 판매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주 및 연방 전자 담배 제품법
워싱턴주법은 전자식 니코틴 전달체(ENDS)라고 일컫는 모든 전자 담배 제품을 규제합니다. FDA 담배 제품 센터는
담배, 시가, 녹이는 담배, 물담배, 니코틴 젤, 파이프 담배, 직접 말아 피는 담배, 무연 담배 제품뿐만 아니라
ENDS(베이퍼, JUUL, 전자 담배, 물담배펜 및 기타 ENDS)도 규제합니다.

주 전자 담배 제품법(Chapter 70.345 RCW)
면허
소매업자는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복합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 면허는 면허 2개를 별도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250,
별도로 개당 신청 시 $175). 도매 유통업자 및 온라인/배송 판매자는 면허 및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C급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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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한된 상점에서만 고객에게 전자 담배 제품 시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 시연은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으나, 제품을
흡입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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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또는 전자 담배 제품 판매법을 어긴 경우, 주 당국 처벌은 최소 $200이며, 위반 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면허
정지와 함께 최대 $3,000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담배 관련 위반 및 전자 담배 제품 위반은 개별적이 아니라 함께
계산됩니다. 3년 동안 위반 건수가 5개 이상인 경우, 담배 및/또는 전자 담배 제품 판매 면허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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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 제품을 제조하십니까?
E-액상을 혼합하십니까? 전자 담배 기기를 제조하십니까? 해당 제품을 재포장 또는 재라벨링하십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연방법에 따라 제조자입니다. 제조자가 준수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전자 담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상점은 전자 담배 제품 유통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조자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연방법 전체 상세 정보는 fda.go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에 대한 주법 전체 상세 정보는 lcb.wa.gov/vape/regulating-vapor-product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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