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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1 월 1 일자로 전자담배 혹은 베이핑 제품이라고도 알려진 담배 혹은 흡입제 
전달 시스템 (IDS) 제품을 전달하는 오레곤 소매상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업용 담배가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주정부가 추적하도록 해주며 
담배 판매법을 집행하고 교육과 훈련으로 소매업주 및 직원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뒷배경
오레곤주에서는 왜 담배 소매면허가 필요할까요?

아동들이 오레곤에서 너무 쉽게 담배와 베이핑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9 년에는 6 명 중 1 곳의 소매상들이 21 세 이하의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여 
오레곤 보건국 (OHA) 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주들과 지자체들은 
담배판매애 대한 법과 규정을 소매업자가 확실하게 따르게 하도록 담배소매 면허를 
이용하는 것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담배 소매업자" 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소매상, 시가, 후카 라운지, 베이프가게 및 술집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 
혹은 IDS 제품을 파는 자는 담배 소매업자로 간주되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소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족지의 소매상들에게 이런 
새로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여 IDS 를 팔지 않는 오레곤 주류 관리 위원회의 면허를 가진 
마리화나 소매상 혹은 OHA 의 면허를 가진 마리화나 조제가게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카운티 소매상들은 현존하는 카운티 담배 소매 면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입니다.

공공 보건부

오레곤 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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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면허를 받는 방법
면허를 어떻게 받습니까?

담배 소매 면허를 신청하려면 세무부의 주전체 담배 소매 면허 
웹사이트 에 들어가 보세요.

다중위치 소매상들은 각 주소에 대한 면허를 구매해야 할 것 입니다.

면허 비용은 얼마이며 그 면허로 어떤 보장을 해줍니까?
담배 소매면허 연 비용은 $953 입니다. 면허비용은 프로그램을 좀 더 강력하고 자주 
집행되도록 하는 것과 소매업자들의 프로그램의 실질적 비용을 보장합니다.

면허를 신청하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오레곤 세무부 (DOR) 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TRL.help@dor.oregon.gov  

면허를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할까요?
매년, 발행날짜로부터 일 년 DOR 은 신청서류 갱신날짜가 다가올 때 각 
피면허인들에게 서신을 우송할 것 입니다.

제 사업체를 매도하기 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담배 소매 면허는 양도가 
될까요?

면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준수 및 집행
준수유지를 위한 규정과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소매업주들을 위한 담배 소매 면허 훈련 메뉴얼 에 포함된 담배 판매법 및 담배 
소매면허의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 메뉴얼은 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할 것 이며 누가 행하게 될까요?
DOR 2022 년 1 월 1 일자로 면허 필수사항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 년 7 월 1 일로 시작하거나 지역 공공보건국은 1 년에 두 번 점검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소매업자들은 21 세 이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담배 소매 판매법을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https://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License.aspx
https://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License.aspx
mailto:TRL.help%40dor.oregon.gov?subject=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OHA-TRL%20Retailer%20Training%20Manual_FINAL.pdf
http://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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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받게 될까요?
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진행될 것 입니다. 조사준비에 대한 교육자료는 모든 
소매업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OHA 직원은 면허 필수사항을 통해 
말해주도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조사가 행해지는 다른 유형의 담배 소매 조사가 있습니다. 오레곤 담배 소매  
조사의 높은 수위의 개요서는 담배 소매 조사망 를 보세요. 이런 개요서는  
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실패하면 어떤 추징금이 있을까요?
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에서 담배 판매법의 준수불이행에 대한 
DOR 및 OHA 추징금표 를 보시려면 "소매업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주전체 
담배 소매 면허법은 불법 담배판매가 성행될 때 가게 직원 혹은 미성년이 아닌 
상점주를 처벌합니다.

벌칙에 대한 항소절차가 있습니까?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세무부의 주전체 담배 소매 면허 웹사이트 에 들어가 
보세요. 벌칙이 DOR, OHA 혹은 지역 공공 보건국 인지에 따라 항소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배 소매 면허는 이미 일부 카운티에서는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소매업자들은 카운티 프로그램 혹은 새로운 주 프로그램을 따르게 될까요?

일부 관할 (카운티 및 시) 는 현존하는 담배 소매 면허 프로그램을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귀하의 관할에 담배 소매 면허를 누가 발행하는 지 알아 보려면 세무부의 
주전체 담배 소매 면허 웹사이트 에 들어가 보세요.

공정성
법의 집행이 공정하고 특정 지역사회 및 유색인종의 소매업주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을지 주정부는 어떻게 보장하게 될까요?

유색인종의 소매업주들을 위해서: 면허비용의 수입은 담배 소매 판매 법을 OHA 
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법률 집행이 아닌 공공 보건 전문인이 교육을 
해주고 조사를 하도록 사업체를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OHA 조사원들은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집단과 인종 평등 기구에 의해 생성된 국가 
추천사항을 따르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이 미성년에게 법이 효과적으로 
판매를 줄이게 하거나 담배산업의 집행관행이 불공평하게 유색인종의 혹은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Tobacco Retail Inspection Matrix 3.10.22.pdf
http://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http://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Documents/Tobacco Retail Inspection Matrix 3.10.22.pdf
https://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License.aspx
https://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Licen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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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및 유색인종의 특정 지역사회: 주전체의 담배 소매면허 법안은 미성년 구매, 
담배제품의 이용과 소지에 대한 벌칙을 없애줄 것 입니다. 이는 유색인종의 미성년과 
경찰관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법은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 및 미성년 담배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킵니다. 
추가로 법은 가향담배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와 같이 개인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진척시키기 위해 담배제품에 의해 최고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OHA 준수 검사 및 집행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Tobacco.Inspections@state.or.us 
971-673-0984 
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DOR 준수 조사 및 집행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TRL.help@dor.oregon.gov

503-945-8120 
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Licen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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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다른 언어, 대형 인쇄물, 점자 또는 원하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및 만성 질병 예방은 
971-673-0984 혹은 이메일 Tobacco.Inspections@state.or.us  
로 연락주세요. 모든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전달 전화를 
받으며 711 로 다이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건부
건강 증진 및 만성 질병 예방  
담배 소매 면허 
800 N.E. Oregon St., Suite 730
Portland, OR 97232
전화: 971-673-0984
팩스: 971-673-0994

mailto:Tobacco.Inspections@state.or.us
http://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mailto:TRL.help@dor.oregon.gov 
http://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License.aspx
mailto:Tobacco.Inspections@state.o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