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11 명의 다른 주 주지사, 주정부의 마리화나 법(MARIJUANA 

LAWS)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호를 촉구하는 서신 발송  

  

마리화나 사용을 비범죄화하거나 허용하는 초당파적인 주지사들, 연방 정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이츠 법(Strengthening the Tenth Amendment Through 

Entrusting States, STATES Act)의 가결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 및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네바다, 뉴저지, 노스 다코타,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주지사들은 오늘, 주정부의 

마리화나 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이츠 법(STATES Act)의 

가결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용 또는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거나 비범죄화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들의 초당파적인 주지사들인 우리는, 연방 정부의 기소에 맞서 “주들의 위임을 통한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0조 강화법(STATES Act)” 일명 스테이츠 법안을 통과시켜서 

환자, 제공자, 기업들을 계속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46 개 주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으며, 8 개 주에서는 

성인용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민 투표 발의 및 입법 조치를 통해 

의사가 표명된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2014년에 연방 의회는 발전하고 있는 주들의 위상을 인정하여,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 

유통, 소지 또는 재배를 승인하는 주법들의 시행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막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연방 

검사들에게 “콜 메모(Cole Memo)” 형식의 지침을 내림으로써 주정부의 행위에 대한 

존중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메모는 주법에 따라 운영되는 마리화나 사업을 제한된 

연방 자원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ATES_act_letter.pdf


 

 

 

불행하게도 올해 초, 콜 메모(Cole Memo)의 폐지로 인해 현재 주정부들이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기업들의 시장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두루 적용되도록 제정한 연방 정부 금지 

조항으로의 퇴행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제정된 46 항의 규제 구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실험실이 되는 주정부의 능력을 저해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방법은 주법들을 준수하는 법인체에 은행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은 불필요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하는 현금 전용 사업체를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테이츠 법(STATES Act)은 주법에 따라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보호를 성문화하여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사이의 균형을 복구합니다. 스테이츠 법(STATES Act)은 

마리화나가 합법적인지 불법인지에 관한 것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해당 주 

주민의 발전하고 있는 요구와 태도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것을 이끌고 대응하는 

주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입니다. 주정부가 이 금지 규정을 유지하든지 다른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스테이츠 법(STATES Act)은 연방 정부를 장애물로 간주하기 보다 

오히려 파트너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언제나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주정부들은 사려 깊고 포괄적인 법률과 규정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심의와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장한 바에 대해 우리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 의회가 스테이츠 법(STATES Act)을 지지하고 가결시켜서, 우리 

주정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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