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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월 8일
일 이후 불법적인 합성 마리화나로 인해
주지사 건강 경보를 발령하다:
발령하다 4월
160여명의
여명의 뉴욕주민들을이 병원으로 실려가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월 8일 이후로 뉴욕주민들에게 최근 합성
카나비노이드 사용 증가로 16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 실려갔음을 경고하는 건강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스파이스(spice)”와 “K2”와 같이 흔한 속칭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위험 약물은 주로 십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래의 용도를
숨기기 위해 향, 약초 혼합물 또는 포푸리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주지사의 촉구로 발령된 보건부 법규에 따라 뉴욕에서 이런 물질을 판매하고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성 약물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뉴욕주에서 벌어지는 이처럼 심각한 건강
비상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 직접적인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처럼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성 마리화나,
목욕용 솔트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집행 및 보건 관리들이
뉴욕에서 이런 약물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해 엄중 단속 활동을 지속하면서 오늘 이로 인한
입원 현상이 급중함에 따라 경고 조치로 건강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합성 카나비오니드 사용으로 인해 뉴욕주 독극물 통제 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합성 혼합물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불안, 걱정, 메스꺼움,
구토, 고혈압, 떨림, 발작, 환각 증상, 편집증 및 폭력 행동을 포함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펜시클리딘 또는 PCP 증상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장관 대리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파이스’와
같은 약물은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을 야기합니다. 뉴욕주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성 카나비노이드 제품에 들어 있는 정확한 화합물이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체에 정확히 어떤 것을 주입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아 많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알코올리즘 및 약물 중독 서비스실 장관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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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인위적으로 제조된 약물로 두뇌 기능을 바꿔놓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약물이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또는 화려한 포장재에 들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체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약물들은 위험해서 뇌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합법적인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마리화나의 화학적 효과가 있는
화합물인 THC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 화학물질로 코팅된 식물 물질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물질의 본래 용도를 숨기기 위해 흔히 “인체에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흔히: Spice, K2, Blonde, Summit,
Standard, Blaze, Red Dawn X, Citron, Green Giant, Smacked, Wicked X, AK-47, 합성
마리화나, 또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또 다른 이름들로는: Geeked Up, Ninja, Caution,
Red Giant 또는 Keisha Kole가 있습니다.
2012년 8월, 뉴욕주 보건부는 주지사의 요청으로 합성 카나비노이드와 목욕용 솔트
제조에 사용하는 수십 가지의 물질의 판매 및 소지를 금하는 법규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법규는 또한 합성 약물 판매 업체 소유주 및/또는 개인을 불법 약물 소지로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고 500 달러의 벌금, 또는 15일의 구류 처분, 또는 위반 건당 최고
2,000 달러의 금전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앞으로도 계속 뉴욕주경찰청 및
기타 법단속 기관과 협조하여 T이러한 합성 약물의 사용을 엄중 단속해나갈 것입니다.
이 제품이 판매 또는 배포되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1-888-99-SALTS(1-888-997-2587)로
연락해주십시오.
합성 카바노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