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어떤 종류의 의료용 마리화나 제
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의 일부 예입니다.
• 전자 담배형 카트리지/펜
• 캡슐
• 정제
• 오일
• 구강 스프레이

환자 정보

• 분말

의료용 마리화나는 얼마입니까?
비용 및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등록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등록 기관의
목록은 health.ny.gov/mm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의료용 마리화나 비용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health.ny.gov/mpp를
방문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격을 충족한 환자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1-844-863-9312번에 전화로 또는 이메일
mmyp@health.ny.gov로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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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다음 3단계를
따르십시오.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까?

1. 자신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의논

뉴욕주 보건부에 등록된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뉴욕주의 영구
또는 임시 거주자에게 처방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귀하의 자격 조건에 의료용 마리화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서명된
증명 양식을 받게 됩니다. 등록 ID 카드를 신청하려면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귀하를 인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목록은 health.ny.gov/mmp에 접속한 후 Find a
Registered Practitioner[등록 의사 찾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등록 ID 카드 신청
자세한 등록 지침은 health.ny.gov/mmp에 접속한 후 How to Register[등록 방법]을
클릭하십시오.
등록하려면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귀하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준 증명 양식.
• 신분 증명서 및 뉴욕주 거주 증명 서류.
• 18세 미만 환자의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은 반드시 정부 발행 신분증 사본과 환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 정식 등록 ID가 도착하기 전까지 임시 ID 카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를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대신 구입할 수 있는 보호자를 두 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등록이 승인된 후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 전화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의료용 마리화나 공급 시설 방문
임시 또는 영구 등록 ID 카드를 받으면, 뉴욕주의 마리화나 공급 시설을 방문하여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증명 서류와 등록 ID 카드를 지참하십시오.
시설 주소 및 영업 시간은 health.ny.gov/mmp에 접속한 후 Where to Purchase Product[제품
구입처]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 HIV/에이즈
•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 파킨슨병
• 다발성 경화증
• 난치성 경직을 포함한 척수 신경 손상
• 간질
• 염증성 장 질환
• 만성 통증
• 건강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 통증을 위한
오피오이드 대안
• 신경병증
• 헌팅턴병(헌팅턴 무도병)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약물 남용 장애

또한 다음과 관련된 질환이나 합병증이 있어야
합니다.
• 악액질 또는 소모증후군
• 중증 또는 만성 통증
• 심각한 메스꺼움
• 발작
• 중증 또는 지속적인 근육 경련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오피오이드 남용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