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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성인용 카나비스 소매점 판매 시작 발표  

  

뉴욕 전과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하우징 웍스가 12월 29일부터 맨해튼에서 

처음으로 카나비스 판매 시작  

  

시딩 기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카나비스 공급 체인 완성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합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성인용 카나비스 판매가 12월 29일 

맨해튼에서 사상 최초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이며 소수자가 

직접 관리하는 에이즈(HIV/AIDS) 서비스 단체이자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기반 HIV/AIDS 

서비스 단체인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가 판매를 맡습니다. 뉴욕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하우징 웍스는 HIV/AIDS 보유자, 노숙자, 전과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직접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매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9개월 만에 뉴욕에서 성인용 카나비스 

시장을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공정을 우선으로 하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산업이 성장하여 뉴욕주 모든 

곳에서 포용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수익을 우리의 학교에 투자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소매 판매 시작은 시딩 기회 이니셔티브(Seeding Opportunity Initiative)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뉴욕이 성인용 카나비스 시장을 구축하여 

카나비스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상쇄하여 뉴욕의 카나비스법(Cannabis Law)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월 Hochul 주지사 발표에 따라,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최초로 성인용 카나비스를 재배할 

수 있는 면허를 가족 농장 280곳에 부여했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카나비스 

제품은 뉴욕 최초로 성인용 판매 면허를 취득한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매점은 카나비스로 기소된 적이 있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자 또는 가족, 카나비스 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office-cannabis-management-seeding-opportunity-initiative&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8b7887127d764c2be79a08dae374d74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23882189865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u9immfQy6pHdXyYWmwZ77K21AhRGOm4GUdPglHL3%2Fk%3D&reserved=0


하우징 웍스와 같이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비영리 단체는 또한 최소 한 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이 사회정의 관련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마리화나 기소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하우징 웍스는 또한 1990년 창립 초기부터 기소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 및 자문 이니셔티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하우징 웍스의 

저스티스 이니셔티브(Justice Initiative)는 마리화나 전과자를 포함해 전과자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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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저는 하우징 웍스와 같이 전과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판매를 

주도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딩 기회 이니셔티브를 통한 판매 시작은 우리가 추진하는 

시장 생태계 구축의 시작입니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시장은 여기에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할 것이며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고 면허 취득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Jen Metzger 카나비스 관리 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합법 카나비스 

산업 구축을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판매 장소를 운영하는 

기업가와 비영리 단체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 보건을 우선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심과 외곽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헤택을 제공하고 첫 번째 

판매점에 다양한 양질의 카나비스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어 뉴욕의 소형 및 가족 농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Jessica Garcia 카나비스 관리 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과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첫 번째 판매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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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 Perry 카나비스 관리 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초 금지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고 뉴욕 대마초법의 목표를 충분히 이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진행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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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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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 농장 및 전과자, 전과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의존함으로써 

시딩 기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급 체인을 구축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신 Hochul 주지사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 카나비스 

금지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는 전국, 그리고 세계에 진정으로 평등하고 포용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비스 금지 조치의 불공정한 

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이 산업에 투자되는 

모든 자금이 독립적인 기업, 학교,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Liz Krueg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인용 소매 카나비스 판매가 

시작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하우징 웍스는 첫 번째 상점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하우징 웍스는 뉴욕의 카나비스 시장이 과거의 

실패한 카나비스 금지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Crystal Peoples-Stokes 하원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발표는 뉴욕에서 마리화나 규제 및 조세법(Marijuana Regulation and Taxation Act) 및 

시딩 기회 이니셔티브가 목표로 하는 정의과 평등을 중심으로 카나비스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하우징 웍스 및 기타 사법 정의 관련자 및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상점이 문을 열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카나비스 상품을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뉴욕에서 재배한 카나비스를 공급하는 공급 체인의 완성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담보하는 훌륭한 시작입니다."  

  

Charles King 하우징 웍스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진료, 취업 기회를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는 힐링 커뮤니티의 조성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팀은 전체적인 사명을 실현할 자원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성소수자(LGBTQ+), 비백인(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 BIPOC), 여성이 

주도하는 카나비스 브랜드를 주 전역에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Sasha Nutgent 하우징 웍스 카나비스 컴퍼니(Housing Works Cannabis Co,)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카나비스 산업을 위해 사회 평등 

모델을 제시해 산업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불공정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 관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하우징 웍스가 운영하는 상점은 애스토어 플레이스(Astor Place) 지역의 750 

Broadway에 위치합니다. 모든 소매점 판매 실적은 모회사인 하우징 웍스 

주식회사(Housing Works, Inc.)로 귀속되며, 하우징 웍스 주식회사는 1990년 

HIV/AIDS와 노숙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비영리 

기업은 취업 기회, 법률 자문, 종합 주거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 자금은 

부분적으로 상점과 소호(SoHo) 서점, 그리고 이제 카나비스 판매로 조달합니다. 하우징 

웍스는 컴패션에 집중하여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등에 기초한 피해 

완화 접근법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카나비스 산업 발전을 

모색합니다.  

  

4,400 평방피트 규모의 상징적인 건물에서 소매점을 운영합니다. 해당 건물은 1 Astor 

Place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1883년에 지어졌습니다. 하우징 웍스 카나비스 

컴퍼니는 운영 시작에 맞추어 배송 서비스와 함께 고객을 맞이할 것이며, 카나비스 

제품이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 및 제품 배치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하우징 웍스 카나비스 컴퍼니는 맨해튼 애스토어 플레이스 지역의 750 Broadway에 

위치하며, 쉬는 날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향후 수 주 

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뉴욕주 카나비스 관리 위원회는 36곳의 조건부 성인용 판매 면허(Conditional 

Adult Use Retail Dispensary Licenses)를 승인했으며, 이중 28개가 일반 기업, 8개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번 달 초, 카나비스 관리청은 판매 증대를 위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는 소매점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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