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담배 제품 사용이 놀랍게 증가해
왔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건강 보호를 위해 베이프, JUUL® 및
그밖의 팟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판매 최소 연령을 21
세로 늘리는 새로운 법률인 [담배 21](약칭 “T21”)을 통과시켰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담배 소매업체를 운영하시는 귀하께서는, 이러한 노력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하의 도움으로 주
내 미성년자들의 담배 제품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
2019년 10월 1일 현재 담배 제품을 21세 미만에게 판매, 배포 또는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귀하는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점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연방, 주 및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 준수 검사가 지속적으로 실시 및 수행됩니다. 베이프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유죄가 판명된 경우, 10,000
달러가 넘는 연방 벌금에 처해지며 담배 판매 허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수해 주십시오.
소매점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소매점

확인하세요

신분증
우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1. 눈
 에 잘 띄는 곳에 새 법률 ‘T21’이 적힌 간판을 걸어야 합니다.
2. 운
 전 면허증 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통해 고객의 연령을
확인하십시오.
3. 모
 든 직원에게 모든 담배 판매 시에 다음 절차를 준수하도록
교육하십시오.
•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27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합니다(연방법).
• 신분증을 통해 각 고객의 연령이 21세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21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담배 제품 판매를 거부합니다.*

우리 주 미성년자들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합시다.
베이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담배 제품에는 중독성 약물인 니코틴과 그밖의 위험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사이에서 JUUL® 및 그밖의 팟 기반
시스템과 같은 전자 담배 및 베이프 사용률은 단 1년만에 78%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3백만 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여러 유형의 베이프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무감’(U.S. Surgeon General)
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 담배 사용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니코틴은 미성년자의 뇌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베이프에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은
영구적인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밝혀진 암 유발 화학 물질에 노출되게
하는 다른 담배 제품을 일부 미성년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인은 21세에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판매 연령을 21
세로 올리면 미성년자의 전자 담배 및 그밖의 담배 제품에 대한 접근을 줄임으로써
담배 사용을 시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도구 키트에는 귀하께서 새로운 담배법과 준수해야 할 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새로운 법률에 의거해 판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것 외에도* 특정 언어로 된 간판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보건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포스터 및 유리창 게시물을
개발하여 본 도구 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점 내에서 고객 및 직원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이 자료를 게시해 주십시오. 테이블 텐트와 빠른 참조 설명서와 같은 그밖의
품목을 금전 등록기 근처에 두셔서, 점원이 담배를 구매하는 고객의 연령과 적절한
현역 군인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귀하는 ‘메릴랜드 금연 전화’(Maryland Tobacc Quitline), 1-800-QUIT-NOW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 전화’(Quitline)는 메릴랜드 주 주민들이 전자
담배와 베이프를 포함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1-800-QUIT-NOW로 전화하거나 www.smokingstopshere.com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메릴랜드 주 청소년들이 손에서 담배를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교육, 추가 자료 및 FAQ는 웹사이트
(www.NoTobaccoSalesToMinors.com)를 참조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dh.notobaccosalestominors@maryland.gov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유효한 군인 신분증을 가진 18세 이상의 군 복무자는 면제됩니다.

21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군인 신분증이
없는 21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지침
가짜 신분증을 식별하는 방법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위조. 신분증에서 가장 많이 위조되는 부분에는 생년월일, 기한 만료 날짜
및 ‘18세 미만’ 또는 ‘21세 이하’[날짜]가 포함됩니다. 해당 날짜가 변경되거나
위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매끄럽지 않습니다. 지워진
표시, 잘못된 두께, 필링 라미네이션, 얼룩진 인쇄, 숫자 삭제 및 다른 글꼴의 문자나
숫자(특히 생년월일 및 만료 날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담배 소매점에서는 법에 의거해 27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전자 담배/베이프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담배 판매를 거부해야 합니다.*

접착제 선 또는 핀 구멍. 표백제가 주입되었을 수 있는 접착제 선이나 핀 구멍이
없는지 밝은 곳에서 신분증을 검사하십시오.

담배 제품 판매 연령 증명에는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허용됩니다. 신분증에는
사람의 사진, 신체 설명 및 사람이 21세 이상임을 보여주는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유효하려면 최신 상태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숫자 일치 여부. 앞면과 뒷면의 모든 신분증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형식의 신분증 중 하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워터마크를 확인하십시오. 신분증에 필요한 워터마크 또는 상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 정부 발행 운전 면허증

• 이민자 카드

• 국가 발급 신분증(비운전자에게 발행)

• 현역 군인 신분증

정렬이 잘못되어 있는 숫자. 중요한 숫자가 정렬되어 있는지 카드를 90도 돌려
확인합니다.

• 여권

   (다른 형식의 군대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음)

사진 및 신체 상태. 신분증의 사진과 본인이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키와 몸무게가 분명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1세 이하 운전 면허증
(제 1 버전)

21세 이하 운전 면허증
(제 2 버전)

현역 군인 신분증
(앞면)
A
B
C
J

D
E
F
G

주의사항: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담배 제품을 판매할
의무는 없습니다.

H

(제 1 버전)

21세 이상 운전 면허증
(제 1 버전)

21세 이상 운전 면허증
(제 2 버전)

책임감 있는 소매점

확인하세요

신분증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

* 유효한 군인 신분증을 가진 18세 이상의 군 복무자는 면제됩니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생년월일
유효 기한
신장
중량
고스트/레이저 이미지
18세 미만
21세 미만
21세 미만에 대한 붉은색 박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I

점자(올려진)

J

소속 - Uniformed Service
(제복 복무, 군인 신분증에 한정)

(제 2 버전)

현역 군인 신분증
(뒷면)

신분증 확인 방법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수행해 주십시오.
우선 확인하십시오.
담배 제품을 전시대에서 꺼내기 전에 항상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확인하십시오. 고객이 21세
이상임을 확인할 때까지 제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절차에 익숙해지십시오.
신분증을 확인할 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대화로 인해 절차를 잊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십시오.
고객이 항상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게 하십시오.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료 날짜가 지난 경우,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십시오.
신분증은 그 소유자가 21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달력과
대조하여 고객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파악하십시오.
사진과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신분증 상의 사진과 동일인처럼 보입니까? 또한 키와 몸무게가 분명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심스럽습니까? 다른 신분증을 요청하십시오.
신분증이 의심스러울 경우, 다른 신분증을 요청하십시오. 고객이 다른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를 거부하십시오.
군인 신분증인가요? 다음 특징을 확인하십시오.
CAC(Common Access Card: 공통 접근 카드)로 불리는 유효한 군 신분증을 보유한 18세 이상의
현역 군대 구성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CAC 앞면에 ‘Uniformed Services’(제복 근무)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CAC는 항상 세로 형태이며 칩 리더가 있습니다.
• ‘Uniformed Service’(제복 복무)가 전면에 인쇄된 CAC를 보유한 18세 이상의 군인에게는
판매가 허용됩니다.
•다
 른 형태의 군사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령 계산
새로운 법률에 의거하면,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손에 신분증이 있을 때 어떻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메릴랜드 주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면 간편합니다.
면허증이 세로 형태인 경우, 해당 고객은 21세 미만입니다. 면허증에 ‘21세 미만’(날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현재 날짜와 대조하여 판매가 허용되는지 판별하십시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다른 신분증
고객이 메릴랜드 주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신분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건네줍니다. 다른
주의 가로 형태 면허증이라면 고객이 21세 이상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연령을 계산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면허증 소유자가 태어난 해에 20을 더한 다음 1을 더하십시오.
신분증의 생년월일: 08-11-1999
오늘 날짜: 10-01-2019
1999
신분증 상의 출생년도 = 1999
+20
더하기 20 = 2019
+1
더하기 1 = 2020
2020

이 고객은 2020년 8월 11일까지 21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10-01-2019)와 고객이 21세가
되는 날짜(08-11-2020)를 대조하면, 이 고객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는 판매를 거부해야 합니다.

담배 판매를 거부하는 방법
공손하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응대하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유를 미성년자에게 설명하십시오.
고객의 압력에 저항하십시오. 고객이 판매 거부에 대해 고객이 귀하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이유와 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품목들을 확인하십시오. 구매할 품목이 없는 경우, 줄
서 있는 다른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도움을 받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감독자나 관리자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말:
“죄송합니다. 21세 미만인 분께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방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거나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담배 판매를 거부해야 할 정당한 이유
• 신분증 상의 사진이 고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에 생년월일이 없습니다(예: 학교 또는 고용주가 발급한 신분증).
• 신분증이 진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신분증 상의 내용이 고객이 미성년자임을 보여줍니다.
• 신분증의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 21세 미만의 군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CAC 신분증이 아닙니다.
* 유효한 군인 신분증을 가진 18세 이상의 군 복무자는 면제됩니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제품 안내
담배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담배 제품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담배
• 시가,
• 전자

얇은 담배, 소형 시가, 향료 첨가 제품
담배, 전자 물담배, 전자 시가, 베이프 펜, JUUL® 등을 포함한 전자 흡연 장치

(ESD)
• 무연

담배(담배 껌, 씹는 담배, 액체 담배, 코담배 등)

• 직접

만든 담배 및 물담배 재료(파이프 및 물담배용)

• ‘궐련’

- 개별로, 또는 20개 미만의 팩으로 판매되는 담배

• 니코틴

함량과 상관없이 ESD에 사용되는 필터, 마는 종이, 파이프, 물담배 및 액체와

같은 담배 액세서리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판매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제
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할 수 있는 대상과 사람에는 제
한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소매점

확인하세요

신분증
우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판매하지 마십시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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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거부를 위한 도움말
•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을
설명하십시오. 주의깊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
십시오. 귀하께서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벌금을 부과받지 않
고 일을 잃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유효한 이유입니다.

메릴랜드 주 담배 소매점 빠른
참조 설명서

• 고객의

압력에 저항하십시오. 귀하가 담배 제품을 판매할 의
무는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고객이 유효한 신분증을 제
공할 수 없거나 진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담배 제
품 판매를 거부하십시오. 겁을 먹고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고객이 화를 내면, 관리자 또는 보
안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경찰에 전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말:
“죄송합니다. 21세 미만인 분께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
습니다. 개인적인 방침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
는 직장을 잃거나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7세 미만의 고객께는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사
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방침이 아
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연도:

2019

2020

2021

다음 연도의 오늘 날짜 이후에 태어난 사람:
1998

1999

2000

21세 미만인 사람은 그 누구도 담배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법률 준수를 위해 소매점과 그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연방 벌금은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27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대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2. 모든 고객이 21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누구에게도 담배 판매를 거부합니다.*

책임감 있는 소매점

확인하세요

신분증
2019년 9월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 유효한 군인 신분증을 가진 18세 이상의 군 복무자는 면제됩니다.

21세 이하 운전 면허증
(제 1 버전)

복무중인 군인
신분증

21세 이하 운전 면허증
(제 2 버전)

21세 이상 운전 면허증
(제 1 버전)

B

21세 이상의 운전 면허증
(제 2 버전)

생년월일
다른 주 및 정부 신분증에는 생년월일이 위의 예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을 적절하게 확인하십시오.

B

소속

Uniformed Services(제복 근무, 군인 신분증에 한정)

신분증 확인 방법.

연령 계산 방법.

1

신분증이 없으면 판매하지 마십시오! 담배를 구매하는 27세 미만의 모든 고객에게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고객의 연령을 확인할 때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2

요청한 제품을 건네기 전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고객이 태어난 해에 20을 더한 다음 1을 더하십시오.

3

신분증의 사진을 고객 본인과 대조하십시오. 동일인입니까?

4

가짜 신분증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고객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도록 해 위조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플라스틱 필링, 얼룩이나 적절히 정렬되어 있지 않은
번호).

예:
신분증의 생년월일: 08- 11-2001
오늘 날짜: 10-01-2019

5

신분증의 기한 만료 일자를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최신 신분증으로 기한이 만료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6

면허증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까? 메릴랜드 주에서 이것은 고객이 21세 미만임을
나타냅니다.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21세 미만’ [날짜]를 확인하여 21세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현역 군인 신분증이 있는 18세 이상인 경우, 신분증이 세로 방향인지
확인한 후 신분증 카드 앞면에 ‘소속’ 아래에 ‘Uniformed Services’(제복 복무)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

연령을 계산 및 확인하십시오.

2001
+20
+1
2022
이 고객은 2022년 8월 11일까지 21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
(10-01-2019)와 고객이 21세가 되는 날짜(08-11-2022)를 대조하면, 이
고객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는 판매를 거부해야 합니다.

법률 지침
연방 규정 계속
광고 및 홍보
• ( a) 담배 제품 구매, 또는 (b) 크레딧, 구매 증서, 또는 쿠폰과 같은 해당 구매에 대한 증거
제공을 고려하여 담배 또는 무연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선물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21 C.F.R.] §1140.34(b)

•모
 든 운동, 음악, 예술 또는 그밖의 사회 또는 문화 행사(또는 참가자 또는 모든 행사

메릴랜드 주 법률

내 팀)를 담배, 무연 담배 브랜드로 식별되는 브랜드와 함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21 C.F.R.] §1140.34(c)

판매 및 배포

위법 행위 및 처벌

• 담배 제품은 개인이 18세 이상이며 유효한 군인 신분 정보를 제시하는 현역 군대 구성원이 아닌 한,
21세 이상의 개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담배 제품’의 정의에는 ‘전자 담배 장치’(ESD)가 포함되며,
에어로졸화 또는 기화 니코틴을 해당 장치에서 흡입하는 개인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전자 담배, 전자 시가, 전자 얇은 담배, 전자 파이프, 전자 물담배, 베이프 펜, 베이프
액체 및 별도 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장치 사용 시에 에어로졸화 또는 기화되기 위한 용도의 모든 물질을
비롯한 모든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액세서리가 포함됩니다. — 메릴랜드 주 [형법 규정 부록] §10-107, 메릴랜드 주

• [ 담배 규제법]을 위반하는 소매점에 대한 민사 처벌에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되는 벌금은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반복하여 위반하는 자는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일반 건강 규정 부록] §24-305, 메릴랜드 주 [일반 건강 규정 부록] §24-307, 메릴랜드 주 [일반 건강 규정 부록] §13-1001,

리소스

메릴랜드 주 [사업 등록 규정 부록] §16.7-101

•성
 인 전용 시설 내에 위치하지 않는 한, 자동 판매기를 통한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 메릴랜드 주 [사업

• [담배 21 소매점] 정보

등록 규정 부록] §16-3A-02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 담배는 최소 20개의 팩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 메릴랜드 주 [상법 규정 부록] §11-5A-02

• 메릴랜드 주 감사관

• 정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다. – 메릴랜드 주 [형법 규정 부록] §10-106

www.comp.state.md.us
• 담배 제품에 관한 FDA 센터

위법 행위 및 처벌

www.fda.gov/TobaccoProducts/default.htm
• 메릴랜드 주 담배 예방 및 관리 센터

• 전자 흡연 장치(ESD)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또는 배포: 직원 또는 정식 사용자
(또는 둘 다)는 형사 경범죄 및 다음의 벌금 처벌에 처할 수 있다.
최초 위반 시 300달러;
최초 위반 후 2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https://phpa.health.maryland.gov/ohpetup/Pages/tob_home.aspx
• 메릴랜드 주 Synar 보고서(주 담배 소매점 법률 준수 검사)

마지막 위반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각 후속 위반 시 3,000달러 — 메릴랜드 주 [형법 규정 부록] §10-107

https://bha.health.maryland.gov/Pages/Maryland-Synar-Reports.aspx
• 메릴랜드 주 법무부 사무실

•전
 자 흡연 장치(ESD)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또는 배포: 직원이 아닌 정식
사용자/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위반 시 300달러;
최초 위반 후 2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www.marylandattorneygeneral.gov/Pages/Tobacco
•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 공중 보건 정책을 위한 법률 자원 센터

마지막 위반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각 후속 위반 시 3,000달러 — 메릴랜드 주 [일반 건강 규정 부록] §24-305

www.law.umaryland.edu/programs/publichealth

및 메릴랜드 주 [일반 건강 규정 부록] §24-307

• ‘메릴랜드 금연 라인’(The Maryland Tobacco Quitline), 1-800-QUIT-NOW

• 포장되지 않은 담배의 판매: 포장되지 않은 담배를 소매점에서 유통하는 것은 형사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 최대 3개월의 징역형, 또는 둘 모두의 형벌에 처한다. - 메릴랜드 주 [상법 규정 부록]

www.SmokingStopsHere.com
책임감 있는 소매점

확인하세요

신분증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11-5A-03
법률 및 벌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벌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에 대해서는 www.NotobaccoSalesToMinor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최신정보에 대해서는 www.NotobaccoSalesToMinor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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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
모든 담배 제품의 판매에
대한 새로운 연령 제한.

연방 규정
2009년 6월 22일 [담배 규제법]에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담배 규제법]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담배 제품의 제조, 마케팅 및 배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FDA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FDA는 본래 담배, 궐련, 자신이 말은 담배 및 무연
담배 제품만을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8일부터 FDA는 다음과 같은 담배 제품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ESD, 모든 시가(프리미엄 포함), 물담배(수관 담배), 파이프 담배,
니코틴 젤 및 용해성 담배.
신분증 검사
• ESD를 포함한 담배 제품은 18세 이상의 개인에게만 판매될 수 있다. — [21 C.F.R.] §140.16(c)
•소
 매점에서는 ESD를 포함한 담배 제품 구매를 시도하는 27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대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21 C.F.R.] §140.14(b)(2)

면허 요건

판매 및 배포

JUUL®과 같은 전자 담배, 베이프 또는 팟 기반 장치와 같은 담배, 그밖의 담배
제품 또는 전자식 흡연 장치(ESD)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소매점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순회 법원 서기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4월 30일에
만료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 소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소매점에서

담배 및 그밖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필수 담배 판매 면허
외에 그밖의 담배 제품(추가 비용 없이)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 벌금은

10,000달러

• 소매점에서

그밖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고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매를 위한 특정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소매점에서

담배 또는 그밖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SD를 판매하기
위한 추가 면허를 얻지 않아도 된다.

•소
 매점에서 전자 흡연 장치를 판매하고 담배나 그밖의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경우, ESD를 판매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담
 배 및 무연 담배 제품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의 일부

카운티와 볼티모어시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의 판매에 대해 대면 거래를 요구한다. [21 C.F.R.]
§1140.16(c)

•성
 인 전용 시설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한, 자동 판매기를 통한 ESD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 [21 C.F.R.] §1140.16(c)

•담
 배는 20개 이상의 패키지로만 판매할 수 있다. - [21 C.F.R.] §1140.16(b)
•무
 연 담배의 포장을 찢거나 개봉하여, 제조업체에서 개별 용도로 배포한 가장 작은 포장보다
적은 수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21 C.F.R.] §1140.14(d)

•소
 매점에서는 담배 제품의 무료 샘플을 배포하거나(‘자격을 갖춘 성인 전용 시설’에서의 무연

담배 무료 샘플 배포는 제외) 담배 제품 구매와 함께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 [21 C.F.R.]
§1140.16(d)(1)

•향
 첨가 담배(멘톨 제외)의 판매를 금지한다. – [21 U.S.C. 387g]
•소
 매점에서는 담배 또는 무연 담배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위법 행위 및 처벌

담배나 무연 담배 포장을 열 수 없도록 셀프 서비스 전시대를 변경해야 한다. — [21 C.F.R.]

• 적절한

면허 없이 담배 제품 또는 ESD를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
상의 경범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30일의 징역에 처하게

§1140.14(a)(5)

된다. — 메릴랜드 주 [사업 등록 규정 부록] §16.7-211(b)(1), 메릴랜드 주 [사업 등록 규정
부록] §16.5-218, 메릴랜드 주 [사업 등록 규정 부록] §16-214(b)(1)-(2)

법률 및 벌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벌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에 대해서는 www.NotobaccoSalesToMinor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최신정보에 대해서는 www.NotobaccoSalesToMinor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메릴랜드 주 및
연방 담배 판매법
법률의 의거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제한

메릴랜드
주 법률

연방법

전자 흡연 장치(ESD)를 비롯한 모든 담배 제품은 유효한 군인 신분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21세 이상의 개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소매점에서는 18세 미만의 개인에게 담배, 시가, 무연, 전자 담배, 전자 담배
및 물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담배 제품의 정의에는 담배, 시가, 무연 담배, 궐련, 전자 담배 및 물담배가
포함된다.
소매점에서는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27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담배 및 무연 담배는 대면 거래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성인 전용 시설 내에 위치하지 않는 한, 자동 판매기를 통한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담배는 20 개 이상의 패키지로만 판매할 수 있다.
무연 담배의 포장을 찢거나 개봉하여, 제조업체에서 개별 용도로 배포한 가장
작은 포장보다 적은 수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다.

향 첨가 담배(멘톨 제외)의 판매를 금지한다.
담배 및 무연 담배 제조업체는 식별 가능한 로고를 사용하여 운동 또는 오락
행사를 후원할 수 없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무료 담배 샘플을 금지한다(‘자격을 갖춘 성인 전용 시설’에서의 무연 담배 무료
샘플 제공은 제외).
담배 또는 무연 담배를 구입하거나, 담배 또는 무연 담배를 구입하고 얻은 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선물 및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책임감 있는 소매점

법률 및 벌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와 현지 제품 배치 규정에 대해서는 www.NoTobaccoSalesToMinors.com을

확인하세요

참조하십시오. ** 메릴랜드 주 관할 지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모든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해 대면 거래를

신분증

요구하는 현지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카운티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전자 담배 포장 및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에 대한 제한 조항을 추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보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www.NoTobaccoSalesToMin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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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담배 판매법
관할권

벌금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배포 제한
•소
 매점에서 담배 제품,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미성
년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볼티모어시
볼티모어시
[건강법]
§12-501-12-507

•다
 른 사람이 담배 제품 또는 담배 마는 종이를 미성년자를 위해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
을 금지한다.

최대 1,000달러

• 소매점에서 전자 흡연 장치를 미성년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
 유자가 담배 제품, 담배 관련 도구 또는 담배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미성년자
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볼티모어 카운티
볼티모어 카운티
[법률] § 13-12-105

•다
 른 사람이 담배 제품 또는 담배 관련 도구를 미성년자를 위해 구매, 판매 또는 배포하
는 것을 금지한다.

소유자 = 500-1,500달러
다른 사람 = 50-100달러

메릴랜드 주 캐롤 카운티
[규정 부록] 지역 정부
§1-1203-1-1204

•개
 인이 21세 미만이거나 (1) 18세 이상, (2) 현역 군인, (3) 유효한 군사 식별 정보를
제시해 보이지 않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담배 제품, 전자 흡연 장치,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300-500달러

메릴랜드 주
세인트 매리스
카운티 [규정 부록]
지역 정부
§1-1203-1-1204

•개
 인이 21세 미만이거나 (1) 18세 이상, (2) 현역 군인, (3) 유효한 군사 식별 정보를
제시해 보이지 않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담배 제품, 전자 흡연 장치,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300-750달러

메릴랜드 주
세인트 매리스
카운티 [규정 부록]
지역 정부
§1-1203-1-1204

•개
 인이 21세 미만이거나 (1) 18세 이상, (2) 현역 군인, (3) 유효한 군사 식별 정보를
제시해 보이지 않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담배 제품, 전자 흡연 장치,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300달러

•소
 매점에서 담배 제품,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미성
년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유자 = 250-1,000달러

•다
 른 사람이 담배 제품 또는 담배 마는 종이를 미성년자를 위해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
을 금지한다.

다른 사람 = 50-100달러

하워드 카운티
하워드 카운티 [법률]드
§ 12-1300-12-1302

켄트 카운티
켄트 카운티 [법률] 제
156-2-156-4조

몽고메리 카운티
[일반 건강 조항]
§ 24-11

프린스 조지 카운티
[건강 조항]
§ 12-202
메릴랜드 주
세인트 매리스
카운티 [규정 부록]
지역 정부
§1-1203-1-1204

•소
 매점에서 담배 제품,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미성
년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른 사람이 담배 제품 또는 담배 마는 종이를 미성년자를 위해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
을 금지한다.
•소
 매점에서 담배 제품,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미성
년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른 사람이 담배 제품 또는 담배 마는 종이를 미성년자를 위해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
 매점에서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미성년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른 사람이 담배 제품, 전자 담배 또는 담배 마는 종이를 미성년자를 위해 구매 또는 판
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
 인이 21세 미만이거나 (1) 18세 이상, (2) 현역 군인, (3) 유효한 군사 식별 정보를
제시해 보이지 않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담배 제품, 전자 흡연 장치, 담배 마는 종이 또는
담배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책임감 있는 소매점

법률 및 벌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와 현지 제품 배치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하세요

www.NoTobaccoSalesToMinors.com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여러 카운티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전자

신분증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직원 = 50-250달러

소유자 = 300-500달러
다른 사람 = 50-100달러

1,000달러

소유자 = 300-1,000달러
다른 사람 = 50-100달러

300-500달러

담배 포장 및 판매에 대한 제한 조항을 추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보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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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퀴즈를 통해 귀하께서
알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셨습니다. 잠시 다음의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귀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 지 확인해 보십시오.
1

유효한 신분증:
A. 사람이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구
 매하려는 사람이 담배 제품을 판매해도 괜찮은 법적 연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C. 현재 유효한 것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D. 상기 모든 사항에 준해야 합니다.

2

법에 의거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연령의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까?
A. 18세 미만
B. 20세 미만
C. 21세 미만
D. 27세 미만

3

담배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유죄로 판명된 경우, 부과되는 연방 벌금은
다음 중 얼마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A. 1,000달러
B. 750달러
C. 10,000달러
D. 300달러

4

다음 중 어떤 경우에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A. 담배가 부모를 위한 것인 경우.
B. 미성년자가 21세 이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
C. 친구 또는 가족인 경우.
D. 현역 군인 신분증이 있으며 18세 이상인 경우.

5

고객이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진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A. 판매를 거부합니다. 귀하가 담배 제품을 판매할 의무는 없습니다.
B. 21세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만 담배를 판매합니다.
C. 뇌물을 주는 경우에만 담배 제품을 판매합니다.
D. 21세 이상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만 담배 제품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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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 법 집행 기관과 공중 보건 기관은 소매 업체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_________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 교육
B. 준수 검사
C. A와 B 둘 다
D. 상기 내용 중 정답 없음.

7

고객이 베이프 제품용 팟 팩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매장 직원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A. 27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B. 신분증을 요청하지 않고 팟을 판매합니다.
C. 고
 객의 연령이 21세(또는 유효한 군인 신분증이 있는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D. A와 C 모두를 수행합니다.

8

신분증 위조의 징후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A. 플라스틱 필링
B. 얼룩
C. 제대로 정렬되지 않은 숫자
D. 상기 모든 사항이 해당됨.

9

다음 중 허용되는 신분증 형식은 무엇입니까?
A. 여권
B. 학교 발급 신분증
C. 국가 발급 운전 면허증
D. 국가 발급 신분증

10

미성년자(21세 미만)에게 ____을/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 담배
B. 베이프/전자 담배/팟 기반 장치
C. 가는 담배/시가
D. 상기 모든 사항이 해당됨.

책임감 있는 소매점

신분증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답변: 1. D 2. D 3. C 4. D 5. A 6. C 7. D 8. D 9. B 10. D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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