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소매상은 오리건주에서 담배 및 흡입전달시스템(inhalant 
delivery system, IDS)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판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에서는 상업용1 담배 판매 위치를 추적하고, 담배 판매시행규정을 
준수하고, 지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경영주 그리고  판매 직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배경

오리건주에서 담배 판매 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리건주에서는 미성년들에게 아주 쉽게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오리건 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 OHA)이 조사한 담배 소매점 6
곳 중 1곳은 21세 미만의 소비자에게 담배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다른 주 및 
지역에서는 소매점에서 담배 판매에 대한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담배 
판매 면허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매점’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소매점, 시가 및 물담배(후카) 라운지, 바 등 담배 또는 IDS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점은 모두 담배 소매점으로 간주되며 담배를 계속 판매하려면 담배 판매 
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부족 지역의 소매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니코틴이 함유된 흡입전달시스템(Inhalant Delivery Systems, IDS)을 
판매하지 않는 오리건주 주류 통제 위원회(Oregon Liquor and Cannabis Commission)
에서 인가한 마리화나 소매점 또는 OHA로부터 인가를 받은 마리화나 판매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카운티의 소매점은 기존 카운티 담배 판매 면허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 
운영됩니다.  

1‘담배’라고 하면 상업용 담배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들 담배는 원주민들이 의식 및 영적 목

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담배나 다른 식물 혼합물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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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면허 취득

판매 면허는 어떻게 받나요?
담배 판매 면허를 신청하시려면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
의 주 전역 담배 판매 면허(Statewide Tobacco Retail License)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위치가 여러 곳인 소매점은 각 주소마다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비용은 얼마이며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담배 판매 면허의 연회비는 $953입니다. 수수료에는 보다 강력하고 잦은 시행 및 
소매점 지도 교육 등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이 포함됩니다.

판매 면허 신청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다음 주소로 오리건 국세청(DO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TRL.help@dor.oregon.gov  

판매 면허 갱신 기간은 얼마인가요?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DOR에서는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각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사업장을 매각하려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담배 판매 면허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판매 면허는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주는 
새롭게 판매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및 시행

시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수행 주체는 누구인가요?
DOR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요건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첫 6개월 동안 OHA와 지역 공중보건당국은 홍보 활동 및 
소매점에 지도 교육 방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6개월 지도 교육 기간 동안 OHA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OHA 또는 지역 공중보건당국은 연 2회의 규정 준수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나는 소매점에서 21세 미만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매점에서 모든 담배 판매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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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reg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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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점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나요?
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를 방문하여 담배 판매법 미준수 시, 
DOR 및 OHA의 처벌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전역의 담배 판매 면허법은 
불법 담배 판매가 적발되는 경우 점원이나 청소년이 아닌 소매점주를 처벌합니다.

처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의 주 전역 담배 판매 
면허(Statewide Tobacco Retail Licens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의제기 
절차는 처벌이 DOR, OHA 또는 지역 공중보건당국에서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이미 담배 판매 면허가 필수 요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의 소매점들도 카운티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주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나요?
일부 관할 구역(카운티 및 도시)은 기존 담배 판매 면허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오리건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의 주 전역 담배 판매 면허(Statewide 
Tobacco Retail License)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관할 구역의 담배 판매 면허 발급 
담당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주에서는 이 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평하게 시행될 것이고 유색인종 
지역사회와 소매점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나요?
유색인종 소매점의 경우: OHA는 인허가 수수료 수익으로 담배 판매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법 집행 기관이 아닌 공중보건 전문가가 업장을 방문하여 지도 교육을 
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OHA 조사관은 공평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보건 단체 및 인종 형평성 조직에서 제정한 국가 권고안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법안이 미성년에 대한 판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지 평가하고, 시행 
관행이 유색인종 지역사회나 담배 산업의 표적이 되는 기타 공동체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경우: 주 전역의 담배 판매 면허 법안은 청소년이 
담배 제품을 구매, 사용 및 소지하는 것에 대한 벌금을 철폐했습니다. 이는 유색인종 
청소년과 경찰 간의 상호 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상에게 청소년의 담배 사용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담배 산업의 집중 표적이 되는 지역사회가 가향 담배 제품 금지와 같이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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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regon.gov/OHA/PH/PreventionWellness/TobaccoPrevention/Pages/retailcompli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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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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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OHA 규정 준수 조사 및 시행에 대한 문의 사항의 경우: 
Tobacco.Inspections@state.or.us 
971-673-0984 
www.healthoregon.org/tobaccoretailsales

DOR 규정 준수 조사 및 시행에 대한 문의 사항의 경우: 
TRL.help@dor.oregon.gov 
503-945-8120 
www.oregon.gov/dor/programs/businesses/Pages/Statewide-Tobacco-Retail-
Licen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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