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담배규제법
(Tobacco Control Act) 및 규정을 책임집니다.
5개의 지역별 보건당국은 주 정부 법 및
규정을 집행합니다.
중소기업 세입부(Ministry of Small Business and
Revenue)는 담배세법(Tobacco Tax Act) 및
담배세법 규정을 책임집니다. 이들이 담배
판매에 대한 등록 및 세금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이 제정법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하는 경우 담배
집행공무원들의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담배 집행공무원의 검열은 판매
기록, 재고 기록, 재고 상의 담배 스탬프와
개봉 테이프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부와 중소기업 세입부는 BC 주에서
소매상으로 담배 판매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경찰
경찰관은 때때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배
집행공무원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지원에는 준수 확인, 감독 활동, 압수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담배 집행공무원과 동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자주 요청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상황에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지방 공공단체
지방 공공단체는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비롯한 담배 규제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도록 허가됩니다. 다수의 지방
공공단체들은 주 정부 법보다 더욱 제한적인
요건을 강요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지방 공공단체 조례는 지방 공무원들이
집행합니다. 주 정부 담배 집행공무원들은 지방
공공단체와 보건 당국 사이의 특정 협정 및
담배 집행공무원에 대한 권한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지방 공공단체 조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
연방 정부
담배법:

www.gosmokefree.ca
주 정부
담배규제법 및 규정:

www.health.gov.bc.ca/tobacco
담배세법 및 규정:

www.sbr.gov.bc.ca/individuals/Consumer_
Taxes/Tobacco_Tax/bulletins-leg-notices.htm
지방 공공단체
지역별 전화번호부의 블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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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건강 증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담배법

담배 제품 판매, 판촉, 제공,
소비 등을 막론하고,
이러한 활동은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때로는 지방
공공단체 법과 공무원들과
관련됩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정부를 대표하는 담배
집행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합동
검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본
소책자는 BC 주에서 담배법 및
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에
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 담배법은 캐나다 보건부에서
운영합니다. 이 법은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라벨 표시, 판촉 등을 관리하며 이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법
및 규정의 핵심 요건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담배 제품의
사용, 판매, 진열 등은 담배규제법과
담배규제규정으로 규제됩니다. 이 법률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담배 제품은 제품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해야 함.

 다음을 포함하는 담배의 판매, 유통, 광고,
판촉 등에 관한 제한사항:
o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담배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 및 배출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20개피 미만의 포장으로 된 담배 판매
금지

 담배 제품은 공공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됨.

o 판매 시점에서 경고 게시문 필수

 소매상은 담배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는 게시문 또는 지정된 건강
메시지를 담은 게시문을 일반인에게
게시해야 함.
 소매상은 구매 전에 사람들이 담배 제품을
만질 수 있는 진열 방식으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면 안됨.
 제조업자 또는 소매상은 포장에 제품과
배출물질 및 담배 제품 이용 또는
배출물질로 초래되는 건강 위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경우 담배 제품을
판매하면 안됨.
 담배 제품이나 담배 제품 관련 브랜드를
포함하는 제품은 담배법 또는 규정에 따라
승인받지 않는 한 판촉할 수 없음.
 연방 검열관은 담배 제품의 제조, 검사,
보관, 포장, 라벨 표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모든 장소에 들어가서 검열할 수
있음.

 담배 제품이 판매, 판매용으로 제공,
유통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제한
 담배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제한
 소매상의 담배 진열 및 게시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담배 사용 광고 또는 판촉에
관한 제한
 집행공무원의 권한 및 위반에 대한
증거를 구성할 수 있는 물품의 압수 및
보관 권리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