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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대마관리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 발표  

  

조기 성인 사용 대마초 공급망을 구성하기 위해 이전에 대마초 관련 범죄를 저지른 뉴욕 
농부 및 개인 지위를 인정한 전국 최초의 이니셔티브   

  

대마초 통제 위원회의 성인용 조제실을 위한 공개 의견 규정으로 나아가는 계획   
  

위원회의 2022년 봄 성인용 대마 재배 조건부 허가 신청 승인에 따라 진행되는 
이니셔티브, 신청포털 3월 15일 개설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대마초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개인이 최초로 뉴욕 

농가에서 재배한 제품으로 성인용 대마초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국가 최초의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Seeding Opportunity Initiative)'를 발표했습니다. 이 팜 투 스토어 

이니셔티브는 2022년 말 전에 뉴욕 내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뉴욕의 대마초 산업을 

시작하며, 미래 지분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대마초 금지의 불균형한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대한  초기 투자를 확보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대마초 산업에 이례적인 접근에 나서며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대마초 관리 위원회가 발전시킨 규제는 지역 농가와 기업인을 우선시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이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산업을위한 국가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의 두 가지 요소를 

전전시켰습니다.    

  

먼저 조건부 성인-미국 소매 조제실에 대한 공론화 규정으로 진전시켰습니다.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 조제실의 하위 세트는 대마초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주식 기업가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소규모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고 판매를 할 것이며, 뉴욕 

성인 이용 시장에 주식 소유 사업을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위원회는 올 봄 성인용 대마를 재배하려는 대마농가에 대한 허가신청, 이른바 

성인용 조건부 재배자 자격증을 승인했습니다. 면허는 Hochul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령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3월 15일을 신청 포털 개설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 의장인 Tremaine Wr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대마초 

법은 뉴욕 시민들을 최우선으로하는 공정한 산업을 만드는 데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는 우리에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우리 농가에서 형평성,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마초 금지의 불균형한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원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입법부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 구성원인 Jen Metz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는 주식 기업가 소유의 조제소에 야생에서 재배한 대마초 제품을 공급하는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 지향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성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다른 주와 별개로 뉴욕주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중소기업이 번창하고 

세대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건설의 큰 출발점입니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 구성원인 Adam Per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대마초 산업을 

형성하고 사회적 형평성 기업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대마초 금지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고 뉴욕 대마초법의 목표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이것은 

업계의 올바른 출발이며 우리 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형평성 기업가에게 

라이선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모든 라이선스 유형을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 구성원인 Jessica Garc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 참여형 주식 

기업가를 첫 번째 판매 기업으로 배치함으로써 뉴욕은 뉴욕 대마초법의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노조 대마초 경력의 통로를 만들어 업계 종사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뉴욕에 구축하고 있는 대마초 산업을 위한 대단히 큰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뉴욕주 대마초 관리 위원회 DASNY의 구성원이자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Reuben 

McDaniel, I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새로운 대마초 산업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일은 뉴욕 전역의 흑인 및 아시아인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들을 

개발하고, 거부당한 사람들에 대한 자본 접근을 확대하고, 건강과 안전과 형평성에서 

국가를 선도하는 대마초 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signs-conditional-cannabis-cultivation-bill&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cd3a2e0b0144eb8a39108da02d292c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540084835997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LSueTCs4%2BFL9JwkZUILeVJJ1eIM5mO1b%2BCAyRvZ71yY%3D&reserved=0


흥미로운 새로운 분야에서 뉴욕의 주식 기업가를 지원할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입법부와의 일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마초 관리 사무소(OCM) Chris Alexander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이제 어떤 주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주와 형평성 기업가들이 국영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성인용 대마초 시장의 

최전선에 서도록 하십시오. Hochul 주지사님의 지원과 오늘 위원회가 취한 조치 덕분에 

우리는 뉴욕의 작은 농부들과 주식 기업가들에게 우선 순위를 매기는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분 신청자를 지원하고 대마초 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사회에 투자를 유도하는 자원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라이센스 유형에서 공정한 뉴욕 대마초 산업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액세스를 

개방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Crystal Peoples-Stok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대마초 금지에 의해 가장 많은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뉴욕 

농부들을 홍보함으로써 다른 어느 주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산업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가 

가장 자격 있는 뉴욕 시민들로부터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마 규제 및 세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님, 대마초 

관리 위원회, 대마초 관리 사무소에 찬사를 보냅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지사님께서 발표한 이니셔티브들은 

MRTA의 형평성과 정의 목표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고, 뉴욕 농가와 소상공인들이 합법 

대마초 시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RTA는 뉴욕에서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을 종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금지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첫 소매 

면허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발걸음이며, 사회적 형평성 신청자들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재배 기회 이니셔티브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지분 소유자 리드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지분 기업가 신청자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조제 인허가를 제공하여 성인용 시장의 최전선에 놓습니다. 이번 1차 지분 

인허가 기회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조제실과 함께 개보수가 가능한 

소매점 및 랩어라운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우선 면허 신청은 2022년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1차 인허가는 

늦여름이나 2022년 초까지 보급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분 기업가 소유의 



조제실이 오는 2022년 말까지 뉴욕주에서 최초로 성인용 대마초 판매에 나서는 

한편 대마초 금지의 불균형한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금 전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위원회는 오늘 OCM에 조건부 성인용 소매 조제 인허가에 대한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게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o 2021년 3월 31일 대마초 규제 및 세법(MRTA) 통과 이전에 발생했거나, 

뉴욕주에서 대마초 위반 전과가 있는 부모, 보호자, 자녀,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둔 대마초 관련 범죄가 있어야 합니다.   

o 뉴욕주에서 유자격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은 이밖에 조건부 성인용 소매 조제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신청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해당 사무소가 신청서를 어떻게 

검토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규제 패키지에는 

소매 약국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요건이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머스 퍼스트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뉴욕 칸나비노이드 대마 농가에 성인용 

조건부 경작자 인허가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뉴욕 성인용 시장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부여합니다. 농부들은 OCM이 개발한 품질보증,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부들은 또한 전체 공급망에 걸쳐 지분 

대마초 소유자 1 세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지속 가능성 및 지분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부 인허가를 받으면 2022년 재배기에 

농가가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오늘 성인용 조건부 경작자 인허가 신청을 승인하고 3월 15일 신청 

포털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허가는 지난 2월 22일 Hochul 

주지사님께서 최근 서명한 법률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자격 요건과 면허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사회 지분 대마 투자 프로그램: Hochul 주지사는 그녀의 FY 2023 

집행예산에서 이 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성인용 대마초 시장의 

최전선에서 국내 최초로 지분 기업가들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인허가 수수료와 사모 펀드가 조건부 성인용 소매 조제 

인허가를 보유한 지분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제시설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안에 따르면 뉴욕주 기숙사 당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은 주요 위치의 현장 조제실에 임대 및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annabis.ny.gov%2Fsystem%2Ffiles%2Fdocuments%2F2022%2F03%2Fconditional_cultivator_faq_030222_0.pd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cd3a2e0b0144eb8a39108da02d292c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540084851661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win59iVWKIYXnoZe2%2F0iQQLP9C31%2BIXtXGln8RqBiks%3D&reserved=0


건강과 안전, 보안 요구사항에 맞게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셜 

지분 대마초 투자 프로그램(Social Equity Canbasures Investment Program)의 

자금 조달 및 수반 서비스는 진입 장벽을 줄이고 이러한 지분 기업가 소유주가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입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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