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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8세세세세 미만미만미만미만 청소년에게청소년에게청소년에게청소년에게 DXM 소매소매소매소매 판매를판매를판매를판매를 금지하는금지하는금지하는금지하는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 

 

법률을법률을법률을법률을 통해통해통해통해 미성년자의미성년자의미성년자의미성년자의 덱스트로메토르판덱스트로메토르판덱스트로메토르판덱스트로메토르판(“DXM”) 남용과남용과남용과남용과 오용을오용을오용을오용을 규제하려규제하려규제하려규제하려 하다하다하다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감기약으로 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 

상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약국과 상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DXM를 이용하는 10대들의 높은 위험성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증대하는 

것에 대처할 것입니다. DXM는 Robitussin과 Nyquil과 같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침 

감기약에 들어 있는 기침억제제입니다. DXM의 사용이 증가하면 불안, 편집증, 환각증세 및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장단기적 건강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젊은이들이 DXM이 들어 있는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하여 DXM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약물을 남용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면 비극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Grisanti 상원의원과 Jaffee 하원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새 법(S.696-B / A.933-B)에 따라 DXM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점은 고객이 25세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이를 증명하는 증거물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소매점은 

위반 시마다 250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Nassau 및 Suffolk를 포함한 뉴욕주의 많은 카운티들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DXM를 소매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이미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Mark Grisant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대들 사이에서 DXM의 남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의 일부는 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전,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약물로서 DXM가 들어 있는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18세 이하 사람들에게 100여 가지의 감기약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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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n Jaff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호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들과 청소년 모두 DXM과 같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의 위험성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면 이에 대한 

인식도 커질 것입니다. 이는 DXM 남용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