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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대마초 형평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진전 상황 발표  

  

소수민족 주도의 투자팀, 대마초 산업의 사회적 형평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펀드 운용하기로 결정  

  

NBA 명예의 전당의 Chris Webber, 저명한 기업가 Lavetta Willis, 재무 리더 Suzanne 

Shank, 전 시티 감독 William Thompson가 이끄는 기업  

  

주지사, 지역사회 보조금과 뉴욕 대마초 시장의 발전을 지원할 뉴욕 대마초 자문 

위원회의 임명안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성장하는 뉴욕의 대마초 산업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2억 달러 규모의 New York Social Equity 

Cannabis Investment Fund를 후원하고 관리할 소수민족이 주도하는 최고의 투자팀인 

Social Equity Impact Ventures, LLC가 선정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Impact Ventures는 

NBA 명예의 전당과 현재 대마초 관련 벤처 펀드의 적극적인 파트너인 기업가 Chris 

Webber와 대마초 관련 벤처의 파트너이자 광범위한 브랜드 구축 경험이 있는 기업가 

Lavetta Willis가 이끄는 합작 기업이자 뉴욕시 컴트롤러 출신 수잔 생크와 SWS 

최고경영자(CEO) William Thompson이 이끄는 국내 대표적인 소수 여성 투자은행 중 

하나인 Siebert Williams Shank 계열 기업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은 역사적으로 대마초 위반 행위로 

구속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뉴욕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에 따라 미래의 기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에 공정하고 포용적인 법적 대마초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대마초 관리 사무소와 함께 일하게 될 뉴욕 대마초 자문위원회의 신규 위원 임명안도 

발표했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초 사용에 관한 한 오랫동안 

불공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되어 온 소수민족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대마초 산업을 이곳 뉴욕주에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뉴욕이 유색인종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한 집행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포괄적인 대마초 산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고 확신을 가지고 Ebro Darden, Alex Alvarez, Nikki Kateman 을 대마초 자문 

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역사적인 기회의 일부가 되기 위해 나서서 이 

직책의 책임에 헌신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뉴욕주가 공정하고 공평한 성인용 마리화나 시장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기대가 됩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RTA를 통과시키고 성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을 때, 주와 연방 마약법에 의해 역사적으로 황폐화된 지역사회가 

뒤쳐지지 않는 방식으로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마초 자문 위원회는 앞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Arthur A. Duncan II, 

Chandra Redfern, Armando Rosado를 임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뉴욕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보조금 과정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유색 인종 커뮤니티는 차별적인 형사 사법 정책의 대상이 되어왔고,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다른 시민들은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심각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 동료들과 저는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자본에 대한 접근은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꿈을 실현하는 데 

장애물입니다. Webber와 Siebert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 

정부를 도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DASNY 사장인 Reuben McDaniel I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모든 다른 

주의 기업가들과 관련된 소수자, 여성, 사회 정의의 발목을 잡아온 자본과 시장에 

접근하는 핵심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서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DASNY의 

역할이 너무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손이 닿지 않는 세대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다른 주의 프로그램들이 실패했을 때 사회적 평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ocial Equity Cannabis Investment Fund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입법부가 2022~2023년 예산안 일부로 승인한 Social Equity 

Cannabis Investment Fund는 뉴욕이 새롭게 조성한 성인용 대마초 산업에서 사회적 

형평성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될 민관 합동 

파트너십입니다. 주정부가 민간 펀드에 투자해 뉴욕주 내 최대 150개의 조건부 성인용 

소매 조제실을 임대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대마법의 불공평한 시행에 영향을 받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펀드는 조건부 성인용 소매 조제 면허(Conditional Adult Use Retail Dispensary 

License, CAURD)를 소지한 사람들이 적절한 소매 장소의 식별 및 임대, 설계, 시공 및 

공간 설치 등 성인용 대마 소매 조제소를 설립하는 비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허가 수수료와 성인용 대마초 산업의 수익으로 최대 5,000만 달러,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모금할 민간 부문으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습니다.  

  

2022년 5월,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for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은 2억 달러의 기금을 후원하고 관리할 펀드 매니저를 찾는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NBA All-Star 및 Webber Wellness 설립자인 Chris Web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존경받는 공무원들과 함께 구시대적인 대마초 정책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개인들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대마초 영역에서 

형평성을 확립하고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뉴욕의 사려 깊고 포용적인 접근법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치유 과정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유 과정은 뉴욕주의 야심찬 기업가들에게 대마초 분야에서 번창할 수 있는 

교육, 자원, 훈련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뉴욕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이 다른 

시장에서도 적용되어 소외되었던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Siebert Williams Shank & Co의 Suzanne Shank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되었던 성인용 대마초 사업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올바른 접근 방식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대한 공정한 참여를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마초 사회 정의 투자 펀드(Cannabis Social Equity Investment Fund)는 뉴욕주 전역에 

대마초 소매점을 허가하고 운영하는 동안 경쟁 분야를 평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도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규제 설계는 불이익을 당했던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펀드는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 제도에 관여한 개인들을 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Seeding Opportunity Initiative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조건부 성인용 소매 대마초 조제소를 위한 적절한 부동산을 조달, 임대, 건설 및 

장비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접근하여 다른 주에 있는 이러한 개인들의 진행을 상당히 

방해한 장벽을 해결합니다.  

  

성인용 소매 대마 조제 시설을 위해 기존 공간을 개조하기 위한 설계 및 건설 서비스에 

대한 두 번째 수상 기금이 7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 대마초 자문 위원회  

  



2021년에 제정된 뉴욕의 대마초 법인 대마초 규제 및 과세법(Marijuana Regulation & 

Taxation Act)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마초 자문 위원회는 사회적 및 경제적 형평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며, 대마초 단속 위원회가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규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대마초 금지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할 별도의 기금인 

뉴욕주 지역사회 보조금 재투자 펀드(New York State Community Grants Reinvestment 

Fund)의 지출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에는 직업 훈련 및 배치, 

정의와 관련된 뉴욕 시민을 위한 재활 서비스, 시스템 내비게이션 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금융 리터러시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해당 펀드는 또한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대마초 단속 위원회 회장인 Tremaine Wr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대마초 

자문 위원회에 새로 등록한 회원들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대마초 단속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뉴욕이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공정한 대마초 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뉴욕 시민들과 손을 잡고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마초 자문 위원회 구성원들은 뉴욕의 대마초 시장이 어떻게 규제되고, 세수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와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해 모든 뉴욕 시민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업무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의 Chris Alexander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법화 발전의 중심에는 성인용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의 설립을 

주 대마초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 

기구가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 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뉴욕의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대마초 합법화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대마초 자문 위원회 구성원 외에도 다양한 주 기관의 의결권이 없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보존부, 농업 및 시장부,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노동부, 

보건부,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 그리고 교육부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대마초법에 따라 대마초 제품에 대한 세금과 허가 수수료로 조성된 자금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 다시 제공됩니다.  

• 해당 기금의 40%는 뉴욕주 지역사회 보조금 재투자 펀드(New York State 

Community Grants Reinvestment Fund)에 충당되며, 대마초 자문 위원회가 

이러한 자금을 지출할 것입니다.  

• 40%는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자치구의 학군에 직접 지급됩니다.  

• 20%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제공됩니다.  

  



뉴욕 대마초 자문 위원회의 회원 목록  

  

• Soulful Synergy 최고 경영자/공동 설립자인 Alejandro Alvarez  

• Belluck & Fox, LLC 파트너인 Joe Belluck  

• 통합 의료용 대마초 의사인 Junella Chin 박사(MD)  

• 뉴욕주 보건부의 약물 사용자 보건 사무소 책임자인 Allan Clear(MD)  

•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의 커미셔너인 Chinazo Cunningham 

박사(MD)  

• Ebro In the Morning의 Ibrahim Jamil Darden  

• 뉴욕주 교육부의 학생 지원 서비스 사무소 보조 위원인 Kathleen DeCataldo  

• TheArthur A. Duncan 법률 사무소의 법률 고문 겸 변호사인 TheArthur A. Duncan 

II  

• 뉴욕 대마초 재배자 및 가공업 협회 협회장인 Alan Gandelman  

• 뉴욕주 환경 보호부의 부위원장인 Dareth Glance  

• 뉴욕주 가정 및 지역사회 재생 부서의 정책 및 지역사회 업무 특별 고문인 Ruth 

Hassell-Thompson  

• NAACP 뉴욕주 경제 개발 의장인 Gary Johnson  

• Local 338 RWDSU/UFCW의 정책 및 의사소통 책임자인 Nikki Kateman  

•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소의 행정 부위원장인 Suzanne Miles-Gustave 

변호사  

• 뉴욕주 노동부의 고용 및 인력 솔루션 부서 책임자인 Russell Oliver  

• 뉴욕주 카운티 보건 공무원 협회 사무총장인 Sarah Ravenhall  

• Buffalo Federation of Neighborhood Centers Inc.의 최고 경영자인 Chandra 

Redfern  

• AR Investigations, Inc.의 사설 조사관인 Armando Rosado  

• Nanticoke Gardens 소유자인 Peter Schafer  

• 뉴욕주 농업 및 시장부의 총괄 고문인 Scott Wyner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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