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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주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공정한 성인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합법화하고 생성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  

  

주 의료 및 성인용 대마초와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을 규제할 새로운 대마초 

관리국을 설립하기 위한 제안  

  

금지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공평한 시장 구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주 시정연설(2021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뉴욕에서 대마초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합법화하고 

생성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성인용 신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기존 의료 및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이 설립됩니다. 또한, 약물과의 

전쟁으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유색인 지역사회의 기업가들에게 라이선스 기회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성인용 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완전 시행 시, 

합법화를 통해 3억 달러 이상의 조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뉴욕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문제를 교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훌륭하게 회복할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었습니다. 합법화 및 성인용 대마초 시장 규제는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대마초 금지로 가장 피해를 

입어온 개인과 지역사회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지사의 제안은 성인용 대마초를 이해하고 비범죄화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다중 기관 연구를 수행했으며,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의 

대마초 금지를 통한 공중 보건 및 안전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특히 유색인 

지역사회에서 부당한 체포 및 유죄 선고 사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Cuomo 주지사는 마리화나 불법 소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일부 마리화나 유죄 판결 기록의 말소 처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말, 주지사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장과 대마초 제품의 국경 지역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지역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주가 참여하는 정상 회담을 주도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바탕으로 주의 표준 및 새로운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대마초 제품의 판매를 만 21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하며 

포장, 라벨 부착, 광고, 모든 대마초 제품의 테스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포함, 엄중한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수립합니다. 또한, 대마초 규정은 대마초 금지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온 지역사회에 연구 및 직접 자원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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