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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카나비스 공인 판매소 확인법 공개   

  

최초의 합법적인 성인용 카나비스 판매에 앞서 공개된 인증 수단은 고객들에게 검증받은 

안전 상품 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소 정보 제공  

  

범용 표식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 카나비스 판매소에서 사용  

  

향후 진행되는 "왜 합법 구매인가" 캠페인을 통해 카나비스 구매자들은 안전하게 규제 

대상인 인증 판매소에서 상품 구매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인 카나비스 판매소(New York State Licensed 

Cannabis Dispensary)" 확인법을 공개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는 올해 

말부터 특정 표식을 창문에 부착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뉴욕주에 등록된 

판매소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범용 표식을 각 판매 상품에 

부착하여 주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확인함으로써, 

고객들은 검증된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카나비스 소비자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상품을 구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하게 

합법적 상품을 구입하도록 보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인법을 활용해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카나비스 시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 

전역의 지자체 파트너와 협력하여 법을 집행하고 뉴욕 주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운영자를 단속할 것입니다."  

  

2023년 1분기에 판매소가 영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뉴욕주는 "왜 합법 구매인가(Why 

Buy Legal New York)"라는 공익 캠페인을 시작하여 합법 성인용 카나비스를 뉴욕주에서 

구매하는 장점에 대해 알립니다. 캠페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상품을 구매하는 

위험을 비롯해 뉴욕의 카나비스 법에 따른 상품을 식별하여 구매함으로써 공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포용적인 카나비스 시자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Tremaine Wright 카나비스 관리 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공개한 판매소 인증 확인법은 규제 대상 상품 범용 

표식 의무 사용과 함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객은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annabis.ny.gov%2Fdispensary-verification-tool&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4b670e2ee55c4628792708dadea687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71040723623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btCQsKGolbHlrSsZ0orHaOlscl2O3EL5yKP6nVYRD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annabis.ny.gov%2Fadult-use-conditional-cultivator&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4b670e2ee55c4628792708dadea687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71040723623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hvup4CYnUGA%2BLx%2BZnbLhG1CUz6%2B5EC0z2JyFWxYOh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annabis.ny.gov%2Fdispensary-verification-tool&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4b670e2ee55c4628792708dadea687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71040723623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btCQsKGolbHlrSsZ0orHaOlscl2O3EL5yKP6nVYRD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annabis.ny.gov%2Fadult-use-conditional-cultivator&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4b670e2ee55c4628792708dadea687c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671040723623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hvup4CYnUGA%2BLx%2BZnbLhG1CUz6%2B5EC0z2JyFWxYOhc%3D&reserved=0


합법적으로 카나비스 시장에서 검증받은 상품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법 집행 노력과 함께 안정적이며 합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Chris Alexander 카나비스 관리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성인용 카나비스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Hochul 주지사가 공개한 판매소 인증 확인법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사법 집행팀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버펄로부터 

뉴욕시까지 활동을 더욱 촉진합니다. 우리는 불법 판매 상점 및 트럭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공개된 판매소 확인 표식은 공인받은 합법 판매소 앞 창문에 게시될 것입니다. 

고객과 지방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캔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 받은 판매인을 위한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여 배달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매 상품은 검증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범용 표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은 

판매소 창문의 인증 표식과 상품 라벨을 확인하여 안전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범용 표식"의 샘플은 여기 "포장 및 라벨(Packaging and 

Label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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