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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 시행을 주도할 적임자로
TREMAINE WRIGHT 및 CHRISTOPHER ALEXANDER 임명
Hochul 주지사 행정부가 첫 번째로 인준한 후보, 대마초법 시행을 추진

대마초 규제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 회장에 Tremaine Wright 임명,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의 국장에 Christopher Alexander 임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상원이 뉴욕 대마초 규제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 CCB)의 회장으로 Tremaine Wright 를 인준하고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 국장으로 Christopher Alexander 를 인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준은 뉴욕주 입법부가 임시 회의를 열어 이루어졌으며, Hochul
주지사 행정부가 처음으로 인준한 2 건의 인사였습니다. 대마초 규제위원회와 대마초
관리국은 뉴욕주 대마초 업계의 대마초 제품 생산, 라이선싱, 포장, 마케팅, 판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원칙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1 년 3 월 31 일에 통과된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arijuana Regulation and
Taxation Act, MRTA)은 그동안 관련 약물의 사용 금지로 고통을 받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의료 및 대마 산업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법률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은 5 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OCM 의 결성 및 시행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평등 신청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평등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는 최고 평등
책임자의 임명을 고려한 것입니다. MRTA 는 또한 한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수를 제한하고, 생산 및 소매 서비스의 수직적 통합을 금지하며, 소규모 사업체가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뉴욕의 대마초 업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상원이 Tremaine
Wright 를 대마초 규제위원회 회장으로 임명하고, Christopher Alexander 를 대마초
관리국의 국장으로 임명하여 만회할 계획입니다. 임명된 두 사람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하여 안전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발생한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지명자와 협력하여 뉴욕주 대마초 업계를 재건하고 주민들을 위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마초 규제위원회의 Tremaine S. Wright 회장
Tremaine S. Wright 는 뉴욕주의 전 하원의원이며 현재 DFS 의 재정적 포용
권한부여실(Office of Financial Inclusion and Empowerment)의 제 1 대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Wright 는 변호사, 기업가이자 중소기업 소유주이며 지역사회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베드포드 스타이버슨(Bedford Stuyvesant)
2 세대 주민 활동가입니다. 현재 이웃과 지역사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Wright 는 2016 년 11 월 8 일에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베드포드
스타이버슨과 노던 크라운 하이츠(Northern Crown Heights) 지역을 대표하는 브루클린
지구(District of Brooklyn) 56 대 하원의원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흑인,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아시아인 입법 간부회(Black, Puerto Rican, Hispanic & Asian
Legislative Caucus) 회장 겸 하원 소위원회(Assembly Subcommittee)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Wright 는 지역사회 이사회 3(Community Board 3, CB3)의 여성 회장으로서 과거 및 현재
선출직 공무원, 지역사회 리더, 센트럴 브루클린(Central Brooklyn) 개선에 힘쓰는 지역
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3 에서 13 년 동안 일했으며 이전에는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 재무 및 예산 코디네이터(Treasurer and Budget
Coordinator)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법률 서비스(Brooklyn Legal Services) 및 개인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주요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Wright 는 법률 서비스
자원봉사자(Volunteers of Legal Services)의 복역중인 엄마들을 위한
프로젝트(Incarcerated Mothers Project)에서 무료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6 년 3 월부터 2015 년 9 월까지 커먼 그라운즈: 네이버후드 커피
하우스(Common Grounds: a Neighborhood Coffee House)를 소유하며 운영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남의 장소도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Wright 는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와 시카고 대학교 법대(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를 졸업했습니다.
뉴욕주 대마초 관리국의 Christopher Alexander 국장
Chris Alexander 는 형법 개혁가, 옹호자 겸 정책 전문가입니다. 퀸즈, 홀리스(Hollis)
출신이며 카리브의 그레나다(Grenada) 섬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Chris 는 정책 수립 경험이 풍부한 전문 정치꾼입니다. 이전에는 뉴욕주
민주당(Democratic Party)에서 의회 입법 보조원, 드럭 팔리시 얼라이언스(Drug Policy
Alliance)의 정책 코디네이터, 뉴욕주 상원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뉴욕시 정무와 뉴욕주
형사 제도를 감독하는 몇 개의 위원회를 관리했습니다.

Chris 는 집단 범죄와 마약 전쟁에 맞서기 위해 법률적 경험과 조직적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의, 인종간 평등, 시민 참여의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마리화나 금지 정책을 종식하기 위한 ‘스마트한 뉴욕의 시작’(Start SMART NY) 캠페인의
기획자이며,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의 주요
입안자이기도 합니다.
Chris 는 현재 여러 주가 참여하는 대마초 업체인 빌리지(Vilage)의 정부 관계 및 정책
관리자(Government Relations and Policy Manager)로 일하면서 주에서 대마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힘쓰는 입법 리더이며 정책 입안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CUNY 법대(CUN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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