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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합성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30 일간의
예산 수정안(30-DAY BUDGET AMENDMENT)에 대해 발표

주정부의 규제 물질 목록(Controlled Substances List)에 36 종의 다양한 화학 화합물을
추가하는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의 규제 물질 목록(controlled substances
list)에 36 종의 다양한 화학 화합물을 추가하게 될 30 일간의 예산 수정안(30-day budget
amendment)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K2 로 지칭되는 36 종의 합성 마약은 이미
연방 정부의 규제 물질 목록(federal schedule of controlled substances)에 등록되어
있지만 뉴욕주 특정 카운티에서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치로 뉴욕 카운티의 모든
마약 제조업자와 판매자들이 동일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극물 제조업자들이 진화를 거듭하여 법망을
피하는 새롭고 음흉한 방법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뉴욕의 법규는 반드시 그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한 합성 마약을 계속 파악하여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합성 마리화나는 종종 K2, 스파이스(Spice), AK-47 등과 같이 거리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화려하고 장난기 많아 보이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유통 판매됩니다. 이 포장 속에는 자연
재배한 마리화나의 효과를 모방한 화학 물질로 코팅되어, 사용자들을 극단적으로 예측할
수 없이 위험하게 만드는 식물 재료가 담겨 있습니다. 2016 년 7 월에 브루클린 주민 수십
명이 매우 강력한 집단을 이루어 거리를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33 명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이와 같은 다른 사건들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유해하고 불법적인 화학 합성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카운티에서는 금지된 합성 마리화나를 소지, 배포,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해당 업소의 운영자까지 최고 500 달러의

벌금형 및/또는 최장 15 일까지의 구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사 처벌 또한 위반 건수 당
최고 2,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벌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건강이 계속 위협받는 이 일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수정안(budget amendment)은 K2 의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뉴욕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지사는 합성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수십 종의
물질을 포함하기 위해, 2012 년에 금지 약물 및 화학 물질 목록(list of prohibited drugs
and chemicals)을 처음으로 확대했습니다. 2015 년에 주지사는 공중 위생 및 보건
계획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금지
물질 목록(banned substances list)에 2 종의 추가 화합물을 등재했습니다. 2016 년
7 월에 뉴욕주는 합성 마리화나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2012 년 비상 규정을
포함하여 사업체들이 모든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법 집행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불법적으로 K2 를 판매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그들의 주류 및 복권 라이센스를 취소하도록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마약단속국(Bureau of Narcotic Enforcement), 주립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뉴욕주 게임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지사가 2016 년 단속을 발표한 이후, 뉴욕주 경찰(State Police)은 13 명을 체포하여
1,100 개 이상의 합성 마리화나와 3 파운드 크기의 대형 압류물 하나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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