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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아홉 번째 제안 

발표: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 엄중 단속  

  

다른 주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뉴욕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폐쇄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 시행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페널티 및 벌금을 

강화하는 제안  

  

뉴욕 주민을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지사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엄중히 단속하는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아홉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다른 주나 다른 

출처에서 비과세 담배를 구입하여 뉴욕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업장을 

폐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페널티 및 벌금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세되지 않은 담배를 밀매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단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담배는 매년 수천 명의 삶을 

앗아가며,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소매업자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으로 파렴치한 사업체는 솜방망이 처벌 

대신 무거운 벌금 또는 폐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담배에 적용되는 적극적인 과세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이의 

부산물로 불법 소매업자들이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회피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일부 파렴치한 소매업자는 싼 비과세 담배를 계속 밀매하며, 이는흡연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집행 및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에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의 수익을 빼앗습니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는 소매업자들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주며, 지역과 주가 담배 판매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제품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러한 과세되지 않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소매업자는 

사업을 폐쇄해야 할 가능성을 포함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반 시 복권 또는 소매 

주류, 와인 또는 맥주 판매와 같은 면허 또한 철회합니다.  

  

현재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DTF)는 비과세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소매업자 대부분은 단순히 이러한 벌금을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뉴욕에서 소매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인 

소비자로부터 소매 판매금 및 기타 세금을 얻을 권한을 취소함으로써 불쾌감을 주는 

소매 업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연령이 21세까지 증가하여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했을 때의 최소 벌금은 300달러 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최소 벌금은 

1,000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른 소매업체는 6개월이 아닌 1년간 

등록이 상실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조세재무부(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소매업자의 규제 검사 횟수를 

이미 세 배로 늘렸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유해한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을 막음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내부 공기 청정법(Clean Indoor Air Act)을 확대하여 거의 모든 일터에서 전자 담배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대중을 유해한 2차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전자 담배 액상 소매업자가 조세재무부(DTF)에 등록해야 

했으며, 1월 1일부터 전자 담배 액상에 대한 20%의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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