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업체용 요약본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매업체와 직원이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법은 궐련과 같은 일반 담배 제품 판매 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담배 제품 관련 용품인 전자 흡연 기기 
판매에도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20일부터 21세 미만 군인 대상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은 적발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21세

인허가 요구사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자 흡연 기기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캘리포니아주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CDTFA)에 인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² 해당 인허가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265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소매업체에 
지역의 면허료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은 CDTFA(1-800-400-7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담배 제품 판매 최소 연령

소매업체 요구사항
담배 판매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이나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소매업체는 아직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 면허증, 

주 신분증, 여권, 군인 신분증)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 표지
STAKE 법령에 따라, 소매업체는 담배 판매 장소 내 모든 금전 등록기에 담배 구매 최소 구매 연령이  
21세임을 알리는 새로운 경고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매업체는 반드시 주 및 지역의 담배 
소매업 인허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소매업체는 
담배 제품 구매자가 27세보다 
어려보인다면, 구매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서비스 디스플레이
매장에 담배 제품이나 관련 용품을 셀프서비스 디스플레이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전자 흡연 기기, 
아토마이저, 베이프 탱크 또는 모드, 전자 담배 액상 포함). 셀프서비스 디스플레이란 고객이 소매업체 측 
도움 없이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합니다.
•  예외사항: 담배 매장은 본래 포장에 들어 있는 6개 이상의 시가 패키지, 파이프 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입담배를 셀프서비스 디스플레이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 흡연 장치, 전자 액상이나 그 
구성물, 부품 또는 액세서리는 예외사항으로 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 매장이란 (1) 담배 제품 및 
관련 용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총 연간 수익의 60%를 넘는 매장, (2) 매장 내 섭취를 위한 알코올과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매장, (3)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매장 출입을 
금지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담배 소매업체는 담배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요약문은 담배 소매업체에 적용되는 연방, 주 및 지역의 모든 법률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www.cdph.ca.gov/Tobacco21

1.	 비즈니스 및 직종 코드 섹션 22962 (a) (2) 

2. 21 U.S.C 38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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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품, 담배 용품이란?
다음은 담배 제품에 해당합니다
•  체내 섭취를 목적으로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하거나,	제조 및 전달하는 모든 제품
•  모든 전자 흡연 기기(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음)
•  담배 제품의 모든 구성물, 부품 또는 액세서리(별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음)

예를		들어, 아토마이저, 베이프 탱크 또는 모드, 부착식 맛이 첨가된 파드, 롤링 페이퍼, 전자 담배 액상은 
모두 담배 제품에 해당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금연 또는 기타 치료용으로 승인한 제품으로,	
승인 목적에 맞게 판매되는 담배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 패치는 담배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담배 용품에 해당합니다
궐련 종이 또는 궐련지, 파이프, 담배 마는 기계, 그리고 담배 제품의 흡연이나 섭취를 위해 고안된 기타 
도구 또는 제품. 

예를 들어 아토마이저, 베이프 탱크 또는 모드, 그리고 전자 담배 액상은 모두 담배 용품에 해당합니다.

www.cdph.ca.gov/Tobacco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