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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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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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향 담배 판매 금지:가향 담배 판매 금지: 멘톨을 제외한 가향 담배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향 

IDS 제품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사은품 제공 금지:사은품 제공 금지: 담배 판매의 일부로 사은품이나 기타 품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적합한 IDS 포장:적합한 IDS 포장: IDS는 규정에 따라 포장되어야 합니다.  

 � 적합한 IDS 라벨링:적합한 IDS 라벨링: IDS에는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 적합한 브랜딩 및 승인된 담배 제품 판매:적합한 브랜딩 및 승인된 담배 제품 판매: 브랜드가 잘못 표시되었거나 불량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점검 및 단속을 위한 접근 허용:점검 및 단속을 위한 접근 허용: 담배 소매업체는 점검 또는 단속을 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 라이트, 로우 또는 마일드 제품 판매 금지:라이트, 로우 또는 마일드 제품 판매 금지: ‘라이트(light),’ ‘로우(low)’ 또는 ‘마일드

(mild)’라고 표시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무료 샘플 제공 금지:무료 샘플 제공 금지: 21세 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서 담배 제품의 무료 

샘플을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소매업체가 처음으로 정기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첫 번째 점검 후 15일 이내에 

후속 점검을 받게 됩니다.  

OHA는 담배 소매업체에 대해 접수된 불만 사항에 대응하여 담배판매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OHAOHA 규정 준수 조사 및 시행에 대한 문의 

사항의 경우:

• tobacco.inspections@dhsoha.state.or.us 
• 971-673-2283
• 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DORDOR 규정 준수 조사 및 시행에 대한 문의 

사항의 경우:

• TRL.help@dor.oregon.gov 
• 503-945-8120
• go.usa.gov/xe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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