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21세 이상의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대마초 꽃이나 
꽃봉오리, 또는 최대 24g의 오일 및 베이프 등의 농축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의 주민이 대마초를 소지, 사용 및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마초를 공유, 판매 또는 거래해도 되나요?

   21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최대 3
온스의 대마초 꽃, 또는 최대 24g의 농축 대마초를 21
세 이상의 다른 성인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불법입니다.
	    3온스 이상의 대마초 꽃 또는 24g 이상의 농축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양과 상관없이 대마초를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  
	    21세 미만의 주민에게 양과 상관없이 대마초를 

주거나 판매하는 경우

대마초 사용 후 운전하거나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아니요. 기능이 저하된 상태 또는 
대마초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승객이거나 주차 중이더라도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뉴욕 내에서 대마초 흡연이나 베이핑이 허용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요?

   대마초 흡연 또는 베이핑은 다음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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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의 대마초:	합법 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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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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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연방 건물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 정보 
자료에 서술된 NYS 법률은 모든 연방 건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fda.gov를 
방문하여 "cannabis regulation"(대마초 규정)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인 건물에서는 유닛 내 흡연과 
베이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소유 건물 내 대마초 흡연과 
베이핑을 금지할 수 있으나, 자택에서의 
식품 형태의 대마초 사용이나 합법적인 
분량의 대마초 소지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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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법률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cannabis.
ny.gov/adult-use를 방문하여 "Penal Law Fact 
Sheet"(형사법 정보 자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대마초 제품이나 판매 장소가 합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허가를 받은 장소 및 제품은 인증 로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제품은 대마초관리청(Office 
of Cannabis Managemen, OCM)에서 설정한 
검사를 거치고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제품 안전성, 
라벨, 제품으로 인한 건강 영향, 미허가 장소나 판매, 
무단 사용과 관련한 문의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cannabis.ny.gov/report-an-inciden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annabi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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