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환자 또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환자의 주요 간병인입니다. 새로운 법 체제에서 저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료 목적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소지하고, 처리하거나 운반하는 환자는 면허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인 이하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은 관련 법을 준수하는 한, 역시 면허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의료용 대마초 사업체는 어떻게 관련 법에 의거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나요?
A. 해당 법은 시, 카운티와 주의 이중 인허가 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시, 카운티 또는 시 & 카운티의 면허증 , 허가증, 또는 그외 인증을 취득한 후에 주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A. 해당 법에 의거하면, 의료용 대마초의 재배, 제조, 배급, 운송, 실험실의 각종 검사 및
판매를 위해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식품농무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에서 재배 면허증을,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 )에서 제조
면허증을, 소비자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산하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Bureau of Medical Cannabis Regulation)에서 배급, 운송, 실험실의 각종 검사
및 공급(판매)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Q. 해당 국에 어떻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합니까?
A.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Bureau of Medical Cannabis Regulation)에서는 현재 주
면허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에서는 이해당사자에게, 시 또는
카운티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용 대마초 관련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요건에 관해,
지방 정부에 문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 면허증 갱신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 해당 법에 의거, 매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Q. 지금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에서 교부하는 면허증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은 아직 법규정의 초기 개발 단계이므로
2018 년이 되어서야 면허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 면허증 교부에 우선권을 부여 받는 특정 업체가 있습니까?
A. 면허를 교부할때,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은, 해당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 년
1 월까지 운영하고 지역의 관할 사법 기관에 위법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Q. 제가 몇 개의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A. 해당 법은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면허 숫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면허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은 국에서 교부하게될 주 면허증 교부 수수료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Q. 제가 전과 기록이 있다면 면허 신청이 거부됩니까?
A. 해당 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면허를 신청한 사업 또는 전문업의 자격 또는 직무,
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업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은 면허 교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관할 시/카운티에서 모든 또는 특정한 의료용 대마초 사업을 금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역의 사법 당국이 모든 또는 특정한 의료용 대마초 사업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거하여, 관할 지역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이 불가합니다.

Q. 주류와 의료용 대마초 면허를 모두 보유 할 수 있습니까?
A. 주류 판매 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의료용 대마초 면허를보유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종류의 면허가 필요합니까?
A. 면허의 종류는 귀하의 사업과 귀하가 원하는 사업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법은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면허증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Q. 관련 규정의 개발을 위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A.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은 2018 년 1 월까지 법규정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Q. 규정의 개발에 대한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A.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의 웹싸이트에 가시면 규정 개발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이메일 경고 알람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송될 것입니다
(신청 https://www.dca.ca.gov/webapps/bmcr/subscribe.php). 또는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에 해당 법제정에 관한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은 규정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A. 의료용 대마초 규정국은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규정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이해 당사자, 일반 시민, 주 기관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성공적인 의료용 대마초 규제 체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