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1 Korean   1 

 
 

가향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 목록 
 

2019 뉴욕시 지방법(New York City Local Law) 228은 가향 전자 담배와 가향 액상 전자 담배 

판매를 제품의 크기나 형태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지방법 228은 

소매업체가 이러한 품목의 구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 담배 소매업체는 담배 향이 나거나 향이 없는 전자 담배만을 판매하거나 그 구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담배 소매업체는 담배, 멘톨, 민트, 윈터 

그린 향이 나거나 향이 없는 담배 또는 다른 담배 제품만을 판매하고, 그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가향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 목록은 판매 금지된 제품 전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은 2019년 지방법 228의 준수를 장려하고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포함되는 금지 제품 유형:  

1.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NYC 

보건부(NYC Health Department),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또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에서 제품의 

맛 또는 향에 따라 가향 제품으로 확인된 담배 또는 전자 담배 제품 

2. 보건부, DCWP 또는 DOF에서 라벨, 포장, 홍보 문구를 바탕으로 가향 제품으로 

추정하는 담배 또는 전자 담배 제품  

3. 행정법 판사가 가향 제품이라고 확인한 담배 또는 전자 담배 제품 
 

목록에 없는 가향 제품도 판매가 금지됐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와 집행 기관은 라벨, 

포장지 및 홍보 문구를 살펴 가향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제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살펴보십시오. 단어, 색깔 또는 그림 같은 것으로 가향 제품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2020년에도 많은 과일 또는 “아이스” 향 전자 담배가 가게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두 판매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 “스파이시”나 “스위트” 같은 단어들은 해당 제품이 가향 제품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과일, 사탕, 음료, 디저트 등 음식 및 음료 등의 이름을 가진 제품은 향이 

첨가되었으며, 금지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향이 첨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소매업체와 유통업체는 

NYCTobacco@health.nyc.gov로 문의하십시오. 
 

다음 목록은 NYC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의 예시를 제공합니다. 

mailto:NYCTobacco@health.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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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품명 제품 유형 

Backwoods Black n sweet aromatic 
Dark stout  
Honey  

Russian cream 
Sweet aromatic 

소형 시가 

Cuttwood Bird brains 
Tobacco trail 
Mr. Fritter 
Boss reserve 

전자 담배 액상 

Djarum Black mild 
Black 

담배 

Djarum Bali Hai 시가 

Dutch Masters Irish fusion 
Java fusion 

시가릴로 

Hyde Sparking orange 
Cinnamon banana 

전자 담배 

Juul Crème brulee cucumber 
Fruit medley 

Menthol 
Menthe 
Mint 

전자 담배 파드 

Middleton's Black 
& Mild  

Casino 
Jazz 

Sweets 
Wine 

시가 

Myle Grape 
Iced coffee 
Lemon mint 
Lychee 

Mixed berries 
Peach 
Pink lemonade 
Red apple 

전자 담배 

Puff Plus Aloe grape 
Apple ice 
Banana ice 
Blue raz 
Blueberry on ice 
Cool mint 
Guava 
Long Island ice tea 
Lychee 
Mango 
Melon 

Mixed berries 
Orange soda 
Papaya milkshake 
Peach 
Pina colada 
Pink lemonade 
Sour apple 
Strawberry banana 
Strawberry 
watermelon 

전자 담배 

Swisher Sweets Black 
Classic (red) 

Summer twist 
Wild rush 

시가릴로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에 방문하여 “tobacco laws”(담배법)를 검색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doh/business/food-operators/smoking-legislation.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