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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주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을 최전방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업소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업소주는 

Smoke-Free Ontario Act 법안 규정을 준수하고 시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업소주의 역할 

• 종업원이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업소 

주인이나 회사 역시 기소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모든 종업원에게 25 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에게도 ID 를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 종업원들에게 “Acceptable I.D. handout (적합한 신분증 확인절차)” 자료를 

보여주고, 법적으로 적합한 신분증이 무엇인지를 교육시켜야 한다 

• “ID 확인을 위한 손쉬운 3 가지 절차”를 종업원이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해야 한다 

• 담배제품 판매를 거부하는 올바른 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 “Not to Kids Binder”에 포함된 “Employee Responsibility Sign-Off Sheet 

(종업원 책임에 대한 교육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놓아야 한다 

 

종업원의 역할 

•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하면, 당신 업소주도 역시 기소될수 

있다 

• 25 세 미만으로 보이는 모든 고객의 신분증(I.D.)를 확인해야 한다 

• “Acceptable I.D. Handout”을 사용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신분증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ID 확인을 위한 손쉬운 3 가지 절차”를 숙지해두어야 한다 

 

 

 

 



법 

담배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모든 것들. 

 

나이 

담배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19 세 이상이어야 한다. 

25 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19 세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나이제한은 없다. Smoke-Free Ontario Act 에서는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부의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규정에 의하면 온타리오내 직장에서 일하려면 최소 14 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이를 떠나서,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Smoke-Free Ontario Act 와 그외 

모든 연방법 그리고 지방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분증  

 

담배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고객은 최소 19 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 25 세 미만으로 보이는 모든 고객의 신분증을 요구한다 

• 법적으로 허용된 신분증을 잘 숙지해야 한다 



• ID 확인의 세가지 쉬운 절차를 따른다 

• 가짜 ID 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실치 않은 경우 절대 판매해서는 안된다 

19 세 미만의 고객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하면 종업원은 물론 업주나 회사도 기소될 수 

있다. 

유의사항: 같은 장소의 업소가 5 년내에 2 번 이상 법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법적으로 허용된 신분증 (I.D.): 

1. 온타리오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2. 캐나다 여권 

3. 캐나다 시민권 

4. 캐나다 군인 카드 

5. L.C.B.O.에서 발행한 사진 카드 

6. 이 외에도, 정부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생년 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은 허용된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쉬운 3 가지 절차 

1. 신분증을 확인하라: 허용된 신분증이 아니면 판매를 거부하라. 

2. 생년월일을 확인하라: 19 세 미만인 경우 담배제품 판매를 거부하라. 

3. 사진을 확인하라: 고객 얼굴과 사진이 다르면 담배제품 판매를 거부하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고객에게는 담배제품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  

 

 

 

 

 



온타리오 운전면허증 읽는 방법 

 

 

 

 

온타리오 운전면허 – 19 세 미만의 나이 

 

 

 

 

 

 



온타리오주 사진 ID 카드 읽는 방법 

Ontario Photo Identification card (온타리오주 사진 신분증) 은 주 정부가 발급하며,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16 세 이상의 시민에게만 발급된다. 

 

사진 ID 카드는 카드주인이 언제 19 세가 되는지 명시되어 있다. 카드의 밑부분을 보면 

19 세가 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예: 19 세 - 2018/9/9 

 

 

캐나다 여권읽는 방법: 

Smoke-Free Ontario Act 에 의하면 캐나다 여권은 적합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여권 2 번째 페이지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진에 보면 생년월일은 

성명과 국적 다음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온타리오 보건카드를 읽는 방법: 

온타리오 보건카드는  ID 로 인정은 되지만, 종업원이 먼저 요청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배제품 판매를 거부하라: 

• 고객이 19 세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 25 세 미만으로 보이는데 신분증 제출을 거절하면. 

• 신분증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면. 

 

사인 

Smoke-Free Ontario Act  는 “소매업소에 적절한 건강경고와 기타 정보가 적힌 

사인이 없으면 누구도 담배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 3 가지 사인: 

                    

 “No Smoking” 사인은 다음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 모든 출입구에 

• 업소의 화장실에 

• 담배제품이 판매되는 모든 장소 

• 직원과 고객이 모두 볼수 있는 곳 



위의 사인은 다음 장소에 무조건 붙여있어야 한다 

• 담배제품이 판매되는 모든 곳 

• 직원과 고객이 모두 볼수 있는 곳 

세일즈 카운터 위와 주변에 이 사인을 부착해야 한다.  

허용된 3 가지 사인 

                      

The Smoke-Free Ontario Act  에서는 담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과 가격만을 

고객에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3개의 사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사인들은 반드시:  

• 흰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해야 한다 

• 평방센티미터를 넘겨서는 안된다 

• 담배제품의 브랜드를 알려주는 사인은 안된다 

• 업소 밖에서 볼수 있으면 안된다 

주의할 사항:  

”Smoke-Free Ontario Act  혹은 Smoke-Free Ontario ActOntario Regulations”에 

명시된 3 가지 사인 외에는 담배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부착된 어떤 

사인이라도 “홍보를 위한 자료”라고 규정되어 “불이익(벌칙/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외부에는 사인이 금지되어 있다: 

                      



사업체 외부에는 어떠한 브랜드이름, 로고 혹은 담배제품을 직,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사인을 부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전시와 홍보 

Smoke-Free Ontario Act 법은 매장내 담배제품의 전시와 홍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2008년 5 월 31 일 이후로 어떠한 담배제품도 전시되거나 홍보될 수 없다.  

 

합법적인 담배제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담배 

• 시가 

• 소형시가 

• 파이프 담배 

• 씹는 담배 

• iQOS 를 포함하여 담배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제품. 

 

전시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구매를 마치기 전까지는 고객은 담배제품을 볼 수 없다.  

• 구매를 마치기 전 까지는 고객은 담배제품을 만질 수 없다.  

고객이 담배제품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 고객이 있을 경우 재고확인을 하거나 재고보충 해주는 행위를 피하라 

• 담배장에 떨어졌거나 고장난 커버를 수리해라 

• 고객에게 담배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담배장 커버를 여는 행동을 최대한 

서둘러라 

• 판매 가능한 담배제품을 설명하는 바인더를 고객이 원하기 전에는 외부에 

보이도록 비치하지 않는다.  판매 후에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야 한다.  

 



홍보 

담배제품의 브랜드나 로고를 반영하는 악세사리를 포함한 모든 홍보자료의 전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담배 저장상자, 파이프, 담배홀더, 시가핀, 성냥 등. 

금지된 홍보자료의 예: 

• 무늬로 장식된 패널이나 벽막 

• 조명이 있는 패널 

• 홍보조명 

• 사인 

• 3 차원 전시 홍보물 

• 담배장 달력 

• 담배브랜드가 적힌 담배종이, 성냥, 라이터 등 

    
 
 
 

보관장 

법적으로 허용되는 담배 보관장 

모든 담배제품은 판매 직원만 볼수 있거나 다룰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용되는 담배 보관장의 예:  

• 오버해드 보관장 

• 카운터 밑부분에 설치된 서랍이나 캐비넷 

• 낱개 담배 지급기나 수직으로 떨어지는 케이스 

• 담배보루만 보이는 색션별 슬림서랍 

• 가려진 카운터 회전박스 

• 커버가 자동으로 닫히는 담배장식장 

o 각 “커버”는 높이가 1피트, 길이가 2피를 넘어서는 안된다. 

o 커버 하나씩만 열려야 한다. 

종업원이 담배 종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담배 

장식장 위의 작은 이름 태그는 허용이 된다. 



태그는 반드시:  

• 흰색 배경에 검정글씨가 사용되어야 하고 

• 글씨크기(Font Size)가 14 포인트 이하이어야 하고 

• 브랜드/로고나 색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 2 인치에 1 인치 (5 cm x 2.5 cm)보다 커서는 안되고 

• 가격이 적혀 있으면 안된다. 

허용되지 않는 보관장 

• 고객이 담배제품을 볼수 있는 것 

• 고객이 담배제품을 잡을수 있는 것 

• 담배제품 전체나 많은 부분을 볼수있도록 위로 열리는 문으로 설계된 것 

• 단배제품 전체나 많은 부분을 볼수 있도록 옆으로 열리는 문으로 설계된 것 

• 벽장문과 같이 옆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문. 

• 커텐이나 블라인드 

아래쪽으로 열린 후에 자동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문이 장착된 보관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제품 포장 

허용되는 포장 

포장은 담배제품이 담긴 박스, 틴 혹은 다른 용기를 의미한다.  

담배제품이 담긴 포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 Health Canada (연방 보건부) 

• Ontario Ministry of Finance (온타리오주 재무부) 

•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온타리오주 

보건/장기요양부) 



담배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담배 앞 뒷면은 건강 유해성 경고문으로 75% 가 채워져야  한다: 

        

•  유독성 배출 경고문(Toxic Emissions Statements)이 담배 옆면이나 

소형시가에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 Duty paid tax stamp (세금납부 증명 온타리오 소인) 

 

• 담배나 소형시가 최소 20개비가 담겨있는 포장에 해당된다.  

 



허용되지 않는 포장: 

• 플라스틱 백 

• 원주민 지역에만 판매될 수 있는 복숭아색 소인이 찍힌 담배 

                     

 

 

 

벌금과 압수 

 

Smoke-Free Ontario Act  법에 명시된 규정과 위법한 경우 벌금액. 

 

담배판매 위법행위 벌금액 

19 세 미만 담배제품 판매 행위 $490 - $300,000 

25 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에게 담배제품 판매 행위 $490 - $300,000 

나이 확인/제한 사인과 유해성 경고문 미부착/ 

 
$240 - $75,000 

카운터에 담배제품 전시 $490 - $300,000 

 

적절치 못하게 포장된 담배제품 판매 행위 
$490 - $600,000 

구매전에 고객이 담배제품을 만질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시행위 
$490 - $300,000 

담배판매하는 업소에서 제품 홍보하는 행위  $305 - $300,000 

금지된 향가미된 담배제품 판매행위 
$490 - $600, 

000 

홍보용 담배제품을 판매 행위 $490 - $300,000 

향가미 제품 배달 행위 $490 - $600,000 

 

 



연대 책임 (Vicarious Liability) 

Smoke-Free Ontario Act  3 항에서 명시된 대리 책임은 업소주인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업소의 종업원들의 

행위에 의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법규정에 의해 종업원이 담배판매에 관련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업소주나 

회사가 동시에 기소될 수 있다.  

• 업소는 개인에 비해 벌금이 더 많다. 

• 한 업소에서 5 년 내에 담배판매 위법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판매금지를 명령받게 된다.  

업소주인이나 매니져는 종업원에게 법규정을 설명하는 담배제품 판매에 관련된 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종업원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기록을 간직해야 한다.  

 

압수 

감독관은 Smoke-Free Ontario Act 에 의거하여 담배제품이 판매되거나 판매될 

예정인 그리고 배달 혹은 배달될 예정인 담배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라면 압수할 

수 있다.젶  

자동 판매중지 명령 

자동 판매중지 명령(AP)이라 함은 업소가 담배제품을 판매, 저장하거나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중지 기간은 5 년 내에 발생되는 위법행위의 

수에 따라서 6개월, 9개월 혹은 1 년에 달한다.  

Smoke-Free Ontario Act 에 의거하여 자동 판매중지 명령서는 한 업소에서 5 년 

내에 담배판매 위법행위에 관련하여 법정에서 2 개 이상의 유죄판결이 등기된 

경우에 발부된다.  

자동 판매중지 명령은 업소의 전 주인이나 현 주인에게 모두 해당되어 내려진 

유죄판결에 대하여 발부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주소지에 기록된 주인/회사 그리고 

종업원에 해당되어 등기될 수 있다.  

 

담배판매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에게 판매나 조달 

• 적합하지 못한 전시나 포장 

• 적합하지 못한 담배세 소인의 담배 판매/3개 지정 사인의 부재 



SFOA 법 16 항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보건, 장기요양부는 담배제품 판매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같은 업소에서 5 년 내에 근무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유죄판결이 2개 

이상있는 업소를 파악한 후 업소주에게 판매 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판매 

중지기간 내에는 누구도 업소내에서 담배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장할 수 없고, 

도매상이나 담배회사는 이 업소에 담배제품을 배달하지 못한다.  

 

 

담배 제품 

합법적인 담배제품을 다음과 같은 제품 등을 포함한다: 

• Cigarettes 담배 

• Cigars 시가 

• Cigarillos 소형시가 

• Pipe tobacco 파이프 담배 

• 씹는 담배 

• iQOS 를 포함한 담배를 함유한 모든 제품 

 

향이 첨부된 담배제품 

2016 년 1 월 1 일 이후로 모든 향이 첨부된 담배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2017 년 1 월 1 일 이후로 모든 멘톨향이 나 클로브향이 있는 담배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예외 조항 

향이 첨부된 제품가운데 판매가 허용된 제품들 

• 와인, 포트, 위스키 혹은 럼 향이 첨부된 시가 (1.4 ~ 1.6 grams) 

• 6 그램 이상의 모든 향이 가미된 시가제품 

• 향이 첨부된 파이프 담배 

 

• 담배 악세사리  

담배 악세사리에 관련된 규정 

• 담배 악세사리는 담배성분을 함유할 수 없다. 

• Smoke-Free Ontario Act 에 의하면 담배 악세사리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나이 제한은 없다. 



• 담배 악세사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Pipes Cigarette Tubes 

• 악세사리는 담배브랜드를 홍보하는 경우는 전시될 수 없다.  

• Federal Tobacco Act 는 담배판매를 하는 경우 어떠한 제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제품은 라이터, 성냥과 다른 담배제품을 포함한다. 

• 롤링페이퍼 (담배종이) 

• Federal Tobacco Act 는 담배종이 판매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 담배종이는 18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전자 담배 

전자 담배는 기기내 니코틴의 함유사실에 관계없이 파워소스와 발열체가 포함되어 

연기가 발생하도록 제작된 베이퍼 혹은 흡연기기를 의미한다. 흡연 대마초를 포함한 

일부 제품도 전자 담배로 구별될 수 있다.  

전자 담배는 “E 담배”라고도 불리운다. 전자 담배는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액체가 함유된 흡연 카트리지 (니코틴이 함유되거나 함유되지 않을 수 있음) 

b. 열을 발생하여 액체를 증기로 바꾸어 흡연을 할수있도록 만드는 

증발기(Vapourizer) 혹은 분무기(Atomizer) 

c. 배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