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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보건부의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이 현재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발표  

  

카나비노이드 대마 가공업체,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는 여기에서 신청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가 카나비노이드 대마 가공업체, 소매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승인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은 여기의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Cannabinoid Hemp Program)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월 Cuomo 

주지사는 보건부가 뉴욕주의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제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품에는 팅크, 증발, 오일, 국소 성분, 

알약, 캡슐, 식품, 음료 등 현재 구매할 수 있는 많은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CBD)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성장하는 대마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청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더욱 나은 재건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면허 제도를 통해 가공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대마 

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주지사가 작년 서명한 법안에 따라 보건부는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나비노이드 대마 가공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모든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품이 제조, 포장 및 라벨, 실험실 테스트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품질 관리 표준을 설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있는는 카나비노이드 대마 산업을 조직하고 

합법화하는 동시에 기준 이하 및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에 주지사는 농부들을 지원하고 업스테이트 뉴욕의 경제 발전을 더욱 강화하는 

산업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을 개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뉴욕의 대마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어 뉴욕은 

국내 최고의 대마 생산 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마는 섬유, 가구, 연료, 식품, 

건축 자재 및 개인 위생용품 등 수백 개의 제품으로 변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탄소 

격리형 작물입니다.  

https://www.health.ny.gov/regulations/hemp/#_blank
https://www.health.ny.gov/regulations/hemp/#_blank
https://regs.health.ny.gov/sites/default/files/proposed-regulations/20-21hemp.pdf#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25154f8-adca6de9-f253adcd-000babd9fe9f-3d16e7cdc18f9527&q=1&e=03185b56-ef1b-4f13-a535-0e31977758ce&u=https%3A%2F%2Fwww.nysenate.gov%2Flegislation%2Fbills%2F2019%2Fs6968#_blank


 

 

  

뉴욕주 보건부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나비노이드 

대마 가공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의 신청을 접수 받는 것은 뉴욕주에서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가공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표준 이하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단 단계 또는 최종 단계와 관계없이 뉴욕주에서 카나비노이드 대마를 추출하거나 

제조하는 모든 사업자는 카나비노이드 대마 가공업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카나비노이드 대마 가공업체 라이선스는 두 가지 라이선스 유형으로 나뉩니다. "추출 및 

제조" 및 "제조 전용" "추출 및 제조" 라이선스는 가공업체가 대마에서 카나비노이드를 

추출 및/또는 분리하여 원유를 만들거나, 증류, 분리 또는 기타 중간 과정을 거쳐 더욱 

정제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라이선스 소유자는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제조 전용" 라이선스를 가진 가공업체는 원유 

제품이나 증류, 분리 또는 기타 중간 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하여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소비자에게 카나비노이드 대마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카나비노이드 대마 소매업체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뉴욕주 밖에서 제조된 

카나비노이드 대마 상품의 유통업체는 뉴욕주의 카나비노이드 대마 소매점에 

카나비노이드 대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카나비노이드 대마 대리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판매하려면 카나비노이드 대마 상품을 양질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법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승인을 받은 제3자 실험실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소비자에게 

카나비노이드의 1회 적정 사용양을 고지하고 상품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적절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뉴욕의 카나비노이드 대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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