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준수 확인 규정 준수 확인 

현재 담배 소매 허가 프로그램이 1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곧 이 프로그램에 

새로이 구성되는 부분으로, 모든 담배 판매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점검 기간 동안, 오리건 보건 당국의 공무원이 상점을 방문하여 주 또는 연방 

담배 판매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오리건주 담배법 준수 방법 오리건주 담배법 준수 방법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해당 매장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해당 매장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있는지, 점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담배 판매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OHA TRL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Tobacco.Inspections@dhsoha.state.

or.us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971-673-2283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 전화 상담 및 대면 교육을 제공합니다.

2023년년 3월월

오리건주 담배판매법을 준수하는 방법오리건주 담배판매법을 준수하는 방법

오리건주 담배 판매 허가 프로그램은 오리건주 보건청(Oregon Health Authority, 

OHA)과 오리건주 국세청(Oregon Department of Revenue, DOR) 간의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OHA는 21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소매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점검 및 단속도 진행합니다. DOR은 소매업체에 허가를 발급하고 매년 허가를 

갱신하며 허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OHA와 DOR의 주 및 연방 담배판매법 관련 점검 목록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OHA와 DOR의 주 및 연방 담배판매법 관련 점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 담배 판매 허가 취득:담배 판매 허가 취득: 담배 제품 또는 흡입전달시스템(Inhalant Delivery System, 

IDS)(‘전자 담배’라고도 함)을 판매하려면 오리건주 담배 판매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적합한 판매 허가증 게시:적합한 판매 허가증 게시: 담배 판매 허가증을 손님들과 직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주 표지판 게시:주 표지판 게시: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나 IDS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정부 고지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 금지: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 금지: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직원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직원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은 21

세 미만 고객의 입장이 금지된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셀프 서비스 자판기는 21세 

이상의 개인만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자판기를 통한 담배의 특정 판매 금지:자판기를 통한 담배의 특정 판매 금지: 셀프 서비스 자판기에서 담배, 무연 담배 및 

IDS(‘전자 담배’라고도 함)를 판매하는 행위는 ORS 180.441에 따라 금지됩니다.      

 � 20개입 1팩 판매:20개입 1팩 판매: 담배 개비는 팩당 20개입 포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 무연 담배 판매 금지:무연 담배 판매 금지: 무연 담배 파우치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리건주 담배 소매 판매 허가 게시판오리건주 담배 소매 판매 허가 게시판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OHA_TRL_leavebehindflyer_2022.09.12_KO.pdf
mailto: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
mailto: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


Oregon Health Authority · 800 NE Oregon St · Portland, OR 97232-2162 · USA 2

청소년의 손으로부터 담배를 멀리청소년의 손으로부터 담배를 멀리

상원 법안 587 은 담배 소매 판매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만 21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 구매, 사용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담배가 미성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소매업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 판매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객이 만 21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리건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건 주 신분증 읽는 방법

OHA 9492 (07/22) Korean

오리건 주에서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담배 제품 및 전자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리건 주의 판매점은 
30세 미만 구매자들에 대해 담배 제품이나 
전자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오리건 주 운전면허증이나 
오리건 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오리건 
주 운전자 및 차량 관리부(Driver and Motor 
Vehicles, DMV)는 두 가지 유형의 신분증을 
모두 발급하며, 둘 다 형태가 비슷합니다. 
고객 신분증을 확인할 때 너무 서두르거나 
부담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법령 준수를 위해 
꼼꼼히 신분증을 검토하십시오. 고객에게 
생년월일을 묻지 말고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십시오. 

공중보건과 

요청 시 본 안내문은 장애인을 위한 다른 형태의 특수  
문서나, 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다른 언어로도 
제공 가능합니다. 이 문서를 다른 형식이나 언어로 희망하시는 
분은 건강 시스템 부서(전화:503-945-5765, TTY:711,  
E-메일:Tobacco.Inspections@state.or.us)로 연락해 주십시오. 

나이 증명을 위해 허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제품 및 흡입형(inhalant) 전달 시스템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이메일: Tobacco.Inspections@state.or.us

?

1. 미국 또는 외국 정부에서 발급한 
본인 여권 또는 여권 카드. 

2. 미국 주에서 발급한 본인의 
운전면허증. 

3. 미국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카드. 

4.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인디언 
부족이 발급한 신분증. 

5. 미군의 신분증. 
6. 미국의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한 

기타 신분증으로서 다음 항목 
모두가 포함된 것: 본인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다음 날짜까지 18세 미
만오리건 주 운전면허증 또는  

오리건 주 신분증에는 카드 
오른쪽의 빨간색 테두리 안에 
고객이 21세가 되고 18세가 되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1세 미만 신분증 확인 방법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Pages/state-rules-and-statut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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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다른 주에서 발급되었고 생년월일이 표시된 곳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기에서 이러한 지침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FDA 담배 제품 센터의 두 가지 추가 리소스입니다.

•         소매업자를 위한 팁: 만 21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

• 담배 소매업자 교육 프로그램: 산업 지침

TRL 소매업자 웹사이트TRL 소매업자 웹사이트

TRL 소매업자 웹 페이지에서 이 이메일에 강조 표시된 모든 리소스는 물론 그 이상의 

리소스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로 이동하십시오.

2. 그 다음 페이지 왼쪽에 있는 “Retailers(소매업자)” 섹션을 클릭하십시오.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HowToReadIDKorean.pdf
https://www.youtube.com/watch?v=mFlZNT-R4WU
https://www.youtube.com/watch?v=mFlZNT-R4WU
https://www.youtube.com/watch?v=mFlZNT-R4WU
https://www.youtube.com/watch?v=mFlZNT-R4WU
https://www.fda.gov/media/79013/download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Pages/retailcompli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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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매업자 페이지를 스크롤하여 사용할 수 있는 TRL 리소스 및 자료를 찾으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국 (DOR, Department of Revenue):세무국 (DOR, Department of Revenue):

• DOR 에 대한 질문 또는 요청: TRL.help@dor.oregon.gov, 503-945-8120

• 법률 또는 판매 허가에 대한 정보: go.usa.gov/xe999

오리건 보건 당국 (OHA, Oregon Health Authority):오리건 보건 당국 (OHA, Oregon Health Authority):

• OHA 에 대한 질문 또는 요청: 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  

971-673-2283

• 소매업자를 위한 자세한 정보 및 리소스: 

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지역(카운티 또는 시) 공중보건부:지역(카운티 또는 시) 공중보건부:

• 지역 담배 소매 판매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여기, 에서 확인하거나, 

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로 연락하여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소매업자를 위한 리소스:소매업자를 위한 리소스:

• • 소매업자를 위한 담배 소매 판매 허가 교육 매뉴얼소매업자를 위한 담배 소매 판매 허가 교육 매뉴얼

• • 담배 소매 판매 허가 사실 자료담배 소매 판매 허가 사실 자료

• • 담배 소매 판매 허가 FAQ담배 소매 판매 허가 FAQ

• • 니코틴 폐기 가이드니코틴 폐기 가이드

• • 필수적인 담배 판매 표지판필수적인 담배 판매 표지판

• • 오리건주 신분증 확인 지침오리건주 신분증 확인 지침

• •             담배 소매 판매 허가에 대한 녹화된 웨비나 교육담배 소매 판매 허가에 대한 녹화된 웨비나 교육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OHA-TRL%20Retailer%20Training%20Manual_Version%202%20Final.pdf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TRL_FactSheet_2022.1.12-KO.pdf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TRLKoreanFAQ.pdf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Final_TRL_NicotineDisposalGuide-508Compliant_5_5_22.pdf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Pages/retailers.aspx#%3A~%3Atext%3DTobacco%20Sales%20Prohibited%20to%20Persons%20Under%2021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HowToReadIDKorean.pdf
https://www.youtube.com/watch?v=5FGW-d3oFx0
https://www.youtube.com/watch?v=5FGW-d3oFx0
https://www.youtube.com/watch?v=5FGW-d3oFx0
mailto:TRL.help@dor.oregon.gov
http://go.usa.gov/xe999
mailto: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
http://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https://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License.aspx
mailto: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


Oregon Health Authority · 800 NE Oregon St · Portland, OR 97232-2162 · USA 5

한국어 번역이 필요 하신가요? 한국어 번역이 필요 하신가요? Quý vị có cần trợ giúp bản dịch? 
¿Necesita servicios de traducción? Do you need help with translation? 

是否需要翻译帮助?是否需要翻译帮助?  Вам нужна помощь с переводом?
هل انت بحاجة إىل مساعدة يف الرتجمة؟هل انت بحاجة إىل مساعدة يف الرتجمة؟

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 
971-673-2283, 711 TTY

mailto:Tobacco.Inspections%40dhsoha.state.or.us%20?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