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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처방약처방약처방약처방약 오용을오용을오용을오용을 근절하기근절하기근절하기근절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저지주와의뉴저지주와의뉴저지주와의뉴저지주와의 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파트너십 발표발표발표발표 

 

두두두두 주는주는주는주는 위험한위험한위험한위험한 통제통제통제통제 약물의약물의약물의약물의 모으기모으기모으기모으기, 재판매재판매재판매재판매 및및및및 오용을오용을오용을오용을 예방하기예방하기예방하기예방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공동공동공동공동 노력으로노력으로노력으로노력으로 
각자의각자의각자의각자의 처방처방처방처방 모니터링모니터링모니터링모니터링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 공유할공유할공유할공유할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위험한 통제 약물의 모으기 및 재판매를 

예방하고 처방약의 오용과 싸우기 위해 뉴저지주와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PMP)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미국약국협회 PMP InterConnect 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주는 이 허브를 통해 자신들의 처방 데이터를 허브에 있는 다른 주들의 권한 있는 

요청자들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의사와 약사들에게 

환자의 최근 통제 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다주 처방 이력에 대한 더욱 

완전한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주들은 주법을 회피할 사람이 위험한 통제 약물을 비의료적 

사용을 위해 입수하고 모으거나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뉴욕주는 2016년 4월 14일에 뉴저지주와 데이터 공유를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4월 

22일까지, 16,000여 건의 통제 약물 기록이 요청되었는데, 그러한 요청 중 12,000여 건은 

뉴욕주로부터 뉴저지주로 갔습니다. 

 

“이웃 주들과 통제 약물 데이터 공유로 우리는 처방약 오용 및 사기와 더욱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가 2012년에 공격적 I-STOP 

프로그램을 출범한 이래 발급된 통제 약물 처방 건수에서 중요한 감소를 보았기 때문에 

본인은 주 경계선을 넘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그 성공을 지역 전체에 확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처방약 오용은 전국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본인은 이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중요한 조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지사는 2012년에 과처방 추적 인터넷 시스템(I-STOP)으로 알려진 뉴욕주의 

PMP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통제 약물이 처방, 유통 및 추적되는 

방식을 혁신하였습니다.  

 

뉴욕주는 PMP 데이터를 다른 참여 이웃 주들과 더욱 공유할 것이며 그 노력을 

InterConnect 허브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모든 주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PMP 데이터를 

InterConnect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주들의 승인된 요청자들과도 공유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orean 

 

주주주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장관장관장관장관 Howard A. Zucker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InterConnect 

참가는 PMP 통제 약물 데이터가 주 경계선을 넘어 승인된 요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약의 과처방을 추적하고 방지하는 

뉴욕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방약 오용을 근절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주주주주 알코올중독알코올중독알코올중독알코올중독 약물남용실장약물남용실장약물남용실장약물남용실장 Arlene González-Sánchez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주 경계선을 넘어 처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주지사의 이니셔티브에 박수를 

보냅니다. 처방 오피오이드 오용은 만성 중독으로 이끌어 우리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 경계선을 넘어 처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조제를 더 잘 

모니터링하여 사기성 처방 관행과 이러한 처방의 오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원상원상원상원 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Kemp Hanno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말말말했습니다했습니다했습니다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퇴치하려면 오늘 Cuomo 지사가 발표한 종류의 협업이 요구될 

것입니다. 처방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통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환자들을 더 잘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피오이드 오용이라는 위험한 

전염병을 근절하려는 우리 노력의 큰 전진입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Andrew Lanz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전투의 절반입니다.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I-STOP을 통해 뉴욕주는 환자를 더 잘 섬기고 오용과 싸우기 위해 

통제 약물 사용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주들 사이에 

공유함으로써 뉴욕주는 과처방할 또는 주 경계선을 넘어 약을 구하려고 할 사람들에게 

또 한겹의 저지선을 추가합니다. 처방을 지역별로 추적하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합니다.” 

 

하원하원하원하원 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Richard N. Gottfried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가 2012년에 제정한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처방약 오용을 

줄이기 위한 중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뉴저지주의 시스템에 그리고 마침내는 다른 주 

시스템에 연결하면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Michael Cusick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전염병은 어느 단일 

주의 경계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오이드 오용 및 남용은 지역적 문제가 되어 

이웃 주들의 파트너들과의 창의적 해법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뉴저지주와의 데이터 

공유는 시작이며 뉴욕주의 의사와 약사들이 이러한 위험한 통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입수하려는 환자들의 노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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