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고용주는 업무 외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중 대마초로 인한 기능 저하 상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별개의 대마초 
정책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고용주는 근무 중 대마초로 인해 기능 저하를 보이는 
사람들을 불리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ol.ny.gov를 방문하여 
"workplace cannabis"(직장에서의 대마초)를 
검색하십시오. 

   NYC 지역 법률에서는 고용 전 대마초 사용 검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dcas를 방문하여 
"cannabis testing"(대마초 검사)을 
검색하십시오. 

아동 복지 

   합법적인 대마초 소지 또는 사용은 아동 양육권 또는 
방문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함께 자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대마초 
제품을 아동 및 청소년의 시야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 

   개인 임대인은 대마초 사용을 이유로 임차인의 거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 건물 정책을 통해 자택 내 흡연 
및 베이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 또는 
건물 규칙을 확인하세요.

   NYCHA 주택 개발은 건물에서 담배와 대마초를 흡연 
및 베이핑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금연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공공 주택은 
대마초와 대마초 제품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간접 흡연 노출 

   건물 및 대부분의 직장 내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흡연 및 
베이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흡연과 
베이핑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장소로는 식당, 바, 공원 
및 해변 등의 공공장소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연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
tobaccocontro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흡연 위반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311로 
전화하거나 portal.311.nyc.gov를 방문하여 
"smoking complaint"(흡연 민원)를 검색하십시오.

NYC의 대마초: 나의 권리 알기
뉴욕주(New York State, NYS) 내에서 성인이 대마초(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21세 이상의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대마초 꽃이나 

꽃봉오리, 또는 최대 24g의 
오일이나 베이프 등의 농축 
대마초를 소지, 또는 공유 

(판매는 금지) 
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의 
성인은 담배 흡연이 
허용된 거의 모든 

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베이핑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annabis.
ny.gov/medical-

cannabis를 
방문하세요. 

대마초 판매는 NYS 면허를 소지한 
진료소에서만 허용됩니다. 진료소 

위치를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초에 관한 최신 정보는 
cannabis.ny.gov/adult-use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흡연 구역
3oz 24g

대마초 상점

곧 오픈

http://ko.dol.ny.gov
https://dol.ny.gov/system/files/documents/2021/10/p420-cannabisfaq-10-08-21.pdf
http://nyc.gov/dcas
https://www1.nyc.gov/site/dcas/employment/pre_employment_testing_for_tetrahydrocannabinols_or_marijuana.page
https://www1.nyc.gov/site/doh/business/permits-and-licenses/smoke-free-air-act-exemptions-and-registrations.page
https://www1.nyc.gov/site/doh/business/permits-and-licenses/smoke-free-air-act-exemptions-and-registrations.page
http://portal.311.nyc.gov
http://portal.311.nyc.gov
https://ko.cannabis.ny.gov/medical-cannabis
https://ko.cannabis.ny.gov/medical-cannabis
https://ko.cannabis.ny.gov/medical-cannabis
https://ko.cannabis.ny.gov/adult-use


형사상 법률 시스템 

   새로운 법률 하에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과거의 대마초 위법 행위는 개인 
기록에서 말소(삭제)될 것입니다.

    이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되기에 해당 기록을 보유한 
분이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기록이 말소(삭제)될 때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대마초 냄새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검색을 
운전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대마초 사용은 주 또는 
지역 가석방 및 보호 관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법에 따라 변경된 대마초 위법 
행위의 기존 선고 형량을 줄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의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소(새로운 법률로 인해 기록에서 위법 행위 
내역을 삭제하는 것)와 다르게 재선고(새로운 
법률로 인한 선고 형량 조정)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선고에는 변호사의 법정 발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민 

   대마초는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입니다. 여전히 
대마초법 위반 시 심각한 이민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구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한 무료 
서비스, ActionNYC 핫라인, 800-354-0365으로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하여 "ActionNYC"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Legal Action Center(법적 조치 센터, 212-243-1313), Legal Aid Society 
(법률 지원 사회, 212-577-3300), Legal Services NYC(NYC 법률 서비스, 917-661-4500), 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공익을 위한 뉴욕 변호사, 212-244-46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annabi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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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marijuana.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