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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대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에 서명
S.6184/A.7680는 대마 추출물의 재배자, 가공업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허가 프로세스 수립
카나비디올(Cannabidiol, CBD)을 포함한 대마 추출 제품 및 제품 라벨링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 의무화
뉴욕주 1 월 대마 회의(Hemp Summit) 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대마 및 대마 추출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률(S.6184/A.7680)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또한 대마 산업은 제품을 테스트하고 라벨을 부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대마 제품에 대한 보다 간소화된 규제
경로를 적용하는 챕터 합의에 따라 서명되었으며,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 대마 생산자에 대한 관리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대마
추출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대마 추출물 제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2018 농장법(Farm Bill)에 대한 규제 변경 사상에 따르고, 식음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카나비디올(CBD)을 포함한 대마 추출물에 대한 의사 결정을
연기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가 1월에 대마 회담(Hemp Summit)을 개최하여 급증하는 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대마 상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장기적인 생명력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및 대마 추출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나비디올(CBD)과 같은 인기 제품을 판매하는 대마 추출물 시장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대마 산업은 최근 상당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마 추출물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등 이러한 산업의 성장에 따라 대마 추출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완비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소비자를 위한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마 추출물 재배자, 가공업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정부의 허가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대마
추출물 제품의 실험실 테스트 및 라벨링을 의무화합니다.
Jen Metz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은 우리 주에서 대마 추출물과
관련 제품을 성장, 가공 및 판매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진전을 보여주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농부 및 기업들에게 가치 사슬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을 수립했습니다. 상원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하원의
동반자인Donna Lupardo 및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여 이 법안을 적절한 시기에 제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대마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신중하게 개발해왔습니다.
카나비디올(CBD)과 같은 대마 추출물에 대한 엄청난 소비자의 관심을 감안할 때, 우리는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라벨링 표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중요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면서 이 새로운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수백 명의 농부, 가공업자 및
제조업체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뉴욕을 전국적인 대마 산업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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