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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처방전처방전처방전처방전 없이없이없이없이 NARCAN을을을을 이용할이용할이용할이용할 수수수수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걸쳐 독립 약국들은 이제 처방전 없이 

고객에게 날록손(naloxone)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Narcan®으로 알려진 날록손은 오피오이드 과량 투여를 역전시키는 길항제입니다. 이 

약품 제공을 증대시키는 것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심에 있는 최우선 순위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지금까지 헤로인 중독은 너무 많은 뉴욕시민들의 삶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이 전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극을 계속 

막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뉴욕시민들이 이 중요한 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보건부는 약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건부 산하 Center for Excellence인 Harm 

Reduction Coalition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arm Reduction Coalition은 약사가 

처방전 없이 날록손을 처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처방전 없이 뉴욕시의 5개 자치구 밖에 

있는 750여 개의 독립 약국뿐 아니라 체인점 약국에도 의료 지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DOH 인증 과다 복용 예방 프로그램인 HRC는 이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많은 소규모 카운티에는 체인점 약국이 없기 때문에 독립 약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지사의 다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노력을 토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2016년 1월, 보건부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날록손을 처방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역에 

걸쳐 480여 개의 CVS 약국을 등록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프로그램 지정 약국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달 초 보건부는 주 전역 460여 개의 Walgreens 및 Duane Read 약국을 

대상으로 Walgreens에 대한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Howard Zucker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국장국장국장국장은 "날록손을 체인점 및 독립 약국 양쪽에 공급하는 

것은 이 생명을 구하는 약물을 뉴욕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록손은 과다 복용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기를 약화시키는 오피오이드 효과에 맞서 작용합니다."  
 

NYS OASAS 국장국장국장국장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 날록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뉴욕시민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약을 관리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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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구하고 약물 

중독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상인으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MD 겸겸겸겸 HRC 의료의료의료의료 감독이자감독이자감독이자감독이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지시서를지시서를지시서를지시서를 발급하는발급하는발급하는발급하는 의사이기도의사이기도의사이기도의사이기도 한한한한 Sharon Stancliff는 

"약사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날록손에 대한 필요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참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는 약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HRC는 이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를 사용하든,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든, 날록손은 고통에 시달리는 개인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차단합니다.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오피오이드에는 통증뿐 아니라 헤로인과 같은 불법 마약을 해독하기 위해 

처방된 의약품이 들어 있습니다. 
 

날록손은 손으로 만져도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남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피오이드가 인체 계통에 있는 경우에만 작용하고 오피오이드가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작년 오피오이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 법안 

중 하나는 뉴욕주 아편 과다 복용 이니셔티브를 강화했습니다. 2006년 시작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10만여 명의 커뮤니티 회원들과 공공 안전 요원들은 아편 과다 

복용을 인식하고, 날록손을 투여하고, 911에 전화를 걸어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원들 중 55,000명 이상은 지난 1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2006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3,000여 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1,500여 명의 인명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시민들에게 헤로인 및 처방 오피오이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기 위한 헤로인 및 처방약 남용 퇴치 캠페인(Combat 

Heroin & Prescription Drug Abuse Campaign)을 시작했습니다. Combat Heroin and 

Prescription Drug Abuse(헤로인 및 처방약 남용 퇴치) 웹 사이트에서 뉴욕시민은 

헤로인과 아편 사용 및 오용의 징후를 인식하는 단계, 약물 치료 및 유해 근절 서비스의 

이용, 안전한 가정과 지역사회 만들기 등 약물 남용 방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나 병원 담당자가 관리하는 날록손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일반인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이제 고객에게 날록손을 처방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날록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EMS 담당자가 있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날록손은 30-90분 

동안 오피오이드의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날록손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과다 복용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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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으로 고생하거나 어려움에 빠진 친족이 있는 뉴욕시민은 뉴욕주의 무료 연중무휴 

핫라인인 HOPEline(1-877-8-HOPENY, 1-877-846-7369)에 전화를 걸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에 문자를 보내어 도움을 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NYS OASAS Bed Availability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NYS OASAS Find Help 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치료 기관을 찾으십시오. 중독 경고 징후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친 테이블 툴 키트를 포함하여 헤로인 및 처방 

아편유사제의 오용을 해결하기 위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combatheroin.ny.gov를 

방문하십시오. 
 

HRC의 지시에 따라 날록손 처방을 원하는 독립 약국은 naloxone@harmreduction.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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