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State Medical
Marijuana Program:

환자 정보

New York State의 Medical Marijuana
Program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은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입증된 특
정 환자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이미 승인된 의
료용 마리화나 제품이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조되
고 조제되도록 합니다.
•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 비용 – 제품 비용은
등록된 환자나 지정된 보호자가 의료용 마
리화나를 구매할 때마다 등록된 기구에 직
접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는 모든 환자가 해
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의
료용 마리화나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관련 증상으로는 악액질 또는 소모성 증후군,
중증 또는 만성 통증, 심한 구토, 발작 또는 중증
이거나 지속적인 근육 경련이 있습니다.

• 헌팅톤병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신경병증

• 염증성 장 질환

• 간질

• 난치성 경련 수축을 동반한 척수 신경 손상

• 다발성 경화증

• 파킨슨병

• 루게릭병(ALS)

• HIV/AIDS

•암

법률에 따르면 특정 중증의 질환, 쇠약이나 생
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며, 여기에는 다
음이 포함됩니다.

• 조제 시설의 위치와 등록 기관 홈 페이지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health.ny.gov/
regulations/medical_marijuana/application/selected_applicants. htm. 운영시간 및 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
은 각 등록 기관의 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인증 양식과 등록 ID 카드를 지참하십시오.

등록 ID 카드가 있으면, 의료용 마리화나 구매하기 위해 등록된 기구의 조제 시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용 마리화나 조제 시설 방문

• 승인되면, NYSDOH에서 등록 ID 카드를 발급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NYSDOH에서 연락드릴 것
입니다.

• 등록 과정 중, 귀하를 대신하여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는 보호자를 두 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등록이 승인된 후, 보호자도 https://MY.NY.gov에서 NYSDOH에 등록해야 합니다(위 내용 참조).

• 귀하가 부모이거나 18세 미만 환자의 법적 보호자인 경우,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 및 환자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New York State 거주지 증빙. 허용 가능한 증빙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health.ny.gov/regulations/medical_marijuana/patients/registration_prerequsites.htm.

•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인증 양식 우측 상단의 인증 번호.

• 등록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https://MY.NY.gov를 방문한 후 “Health Applications(건강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Medical Marijuana Data Management System(의료용 마리화나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NY.gov 계정이 없는 경우, https://MY.NY.gov를 방문하여 “Don’t have an Account?(계정이 없으십니까?)”
버튼을 클릭하고 개별 NY.gov 계정을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명된 인증 양식을 받으면, 온라인으로 등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2. 등록 ID 카드 신청

*의료 서비스 제공자: Medical Marijuana Program 대상 환자를 인증하려면 NYSDOH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
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s://www.health.ny.gov/regulations/medical_marijuana/practitioner/

•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를 환자로 인증하기 위해 NYSDOH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등록
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용 마리화나가 귀하의 자격 조건에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만약 적합하다
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명된 인증 양식을 줄 것입니다. 등록 ID 카드를 신청하려면 이 양식이 필요합
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의료용 마리화나가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담당 의료 서
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인증해야 합니다.

1.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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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의료용 마리화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어디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나요?

New York State Medical Marijuana Progr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NYSDOH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NYSDOH의 Medical
Marijuana Program에 문의하십시오.

Medical Marijuana Program
1-844-863-9312

이메일:
mmp@health.ny.gov

웹 사이트:
www.health.ny.gov/regulations/medical_
marij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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