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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마리화나 규제에 대한 청취 세션 두 개 추가 발표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주 전역 15개 모임에 더하여 서퍽,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10월
청취 세션이 열릴 예정
작업 그룹(Workgroup)에 법률 입안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청취 세션 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전에 뉴욕주 전역에서 9월과 10월에 열린다고
발표한 마리화나 규제 청취 세션 15개에 두 개가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관심으로 추가된 청취 세션은 2018년 10월 16일에 서퍽 카운티, 롱아일랜드에서,
2018년 10월 17일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열립니다. 다가오는 모든 청취 세션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절차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가서 뉴욕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정에 청취 세션 두 개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17회의 청취 세션은 다음과 같이 뉴욕주 전역에서 열립니다. 올버니, 글렌스 폴스,
브롱크스,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나소 카운티에서 한
곳, 서퍽 카운티에서 한 곳),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버그, 빙엄턴,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유티카, 워터타운. 청취 세션은 9월 5일에 시작되었으며 10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청취 세션은 저녁에 열리며 대중에게 개방됩니다. 참석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등록을 권장합니다.
다가오는 세션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4일 월요일 - 퀸즈
9월 25일 화요일 - 브루클린
9월 26일 수요일 - 스태튼 아일랜드

9월 27일 목요일 - 롱아일랜드(나소 카운티)
10월 1일 월요일 - 뉴버그
10월 2일 화요일 - 빙엄턴
10월 3일 수요일 - 버펄로
10월 4일 목요일 - 로체스터
10월 9일 화요일 - 시러큐스
10월 10일 수요일 - 유티카
10월 11일 목요일 - 워터타운
10월 16일 화요일 - 롱아일랜드(서퍽 카운티)
10월 17일, 수요일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 미치는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복수 기관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7월에 주지사에게 전달된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규제가 미칠 잠재적 영향
평가(Assessment of the Potential Impact of Regulated Marijuana in New York State)는
뉴욕주가 규제하는 마리화나 시장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규제와
주요 주민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교육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 연구를 검토한 후 입법적, 규제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주에 조언을 해줄
마리화나 규제 작업 그룹(Regulated Marijuana Workgroup)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공공 건강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 문제를 다루며 투자세 수익을 얻는 데 필요합니다. 이 작업
그룹(Workgroup)에는 주 전역의 주제 전문가, 공공 건강,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세금 및
금융, 법 집행, 공공 안전 분야의 정부 대표들이 포함되었으며 이 절차의 일환으로 청취
세션에서 받는 피드백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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