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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국제 오피오이드 제조업체 두 곳에 대한 보험 사기 조치 발표  

  

DFS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하여 테바 및 알레르건에 대한 행정 조치 청구  

  

DFS는 테바와 알레르건이 기만적인 마케팅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오피오이드 

약물의 안전성 및 효과를 잘못 전달하고 오피오이드 시장 확대 및 자사 약물 홍보를 

도모했다고 추정, 이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악화시키고 뉴욕 소비자의 보험 비용의 대폭 

증가에 영향  

  

DFS 웹사이트에서 테바와 알레르건의 기소 항목에 대한 DFS 성명서 여기에서 열람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테바 파머수티컬스 산업 주식회사(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및 자회사, 테바 파머수티컬스 미국(Teva Pharmaceuticals USA, Inc.) 

세파론(Cephalon, Inc.), 왓슨 라보라토리스(Watson Laboratories Inc.), 액타비스 

파머(Actavis Pharma, Inc.), 액타비스 유한책임회사(Actavis LLC), 액타비스 엘리자베스 

유한책임회사(Actavis Elizabeth LLC), 알레르건 PLC(Allergan PLC) 및 자회사인 

알레르건 파이낸스 유한책임회사(Allergan Finance LLC)에 대하여 기소하고 행정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일으키고 지속시킨 

기업들에 대한 DFS의 지속적인 조사로 세 번째로 제기된 조치입니다.  

  

테바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에 범람한 오피오이드 제품의 약 20 퍼센트를 

생산한 미국의 규모가 큰 오피오이드 제조업체입니다. 테바는 액타비스 자회사를 통해 

자체 브랜드 오피오이드와 제네릭 오피오이드를 제조했습니다. 알레르건은 또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오피오이드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피오이드 위기를 일으킨 주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너무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우리 

뉴욕주 및 전국의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일은 미국의 비극입니다. 

오피오이드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정의를 보장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대중을 

기만하는 회사를 추궁하여 법률의 최대한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enforcement_discipline/ea20200818_teva_allergen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1909101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1909101


 

 

DFS 기소 진술서(Statement of Charges)에 따르면, 기타 오피오이드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테 와 알레르건은 위험하고 강력한 오피오이드 제품이 광범위한 통증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된 내용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전달한 메시지 때문에 오랫동안 잘 알려진 오피오이드의 중독성 및 위험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오피오이드 산업에 의한 이러한 전략적 노력으로 환자와 의료 전문가 

모두가 의학적으로 합법적이고 필수적이며 적절한 진통제로 오피오이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피오이드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처방의 결과 예측할 수 있듯이 중독과 남용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규정한 지침과 달리, 테바는 

자회사 세파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규정된 용도, 즉 FDA의 승인을 받은 용도 

이외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자회사의 팬타닐 제품을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해 잘못 전달했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 배 더 강력한 

오피오이드입니다. 용도 외 사용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FDA는 암 

통증 치료 목적 한정으로 세파론의 첫 번째 펜타닐 약품인 액티크(Actiq)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용도 외 사용 마케팅 전략을 통해 액티크의 판매는 2000년 

1,600만 달러에서 2006년까지 5억 9,000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당시 약품 복용 

환자의 8 퍼센트만이 암환자였습니다. 액티크의 제조를 중단한 후, 세파론은 

새로운 펜타닐 로렌지인 펜토라(Fentora)에 대한 용도 외 사용 홍보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 테바는 세파론의 자회사를 통해 의사가 보험사에 보내는 템플릿 "의료적 필요 

증빙"을 작성하여 용도 외 사용을 정당화하고 처방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빙은 영업 담당자가 강력한 오피오이드 제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알레르건은 또한 마케팅 자료에서 약품에 대한 설명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2010년 FDA는 카단(Kadan)을 발매하면서 기업이 발행한 브로셔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FDA는 알레르건이 브로셔에서 

위험성 정보를 누락 또는 축소했으며 약물의 효과를 완전히 설명하지 않았고 기타 

오피오이드 약물 대비 효능 및 우수성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경고했습니다.  

  

• 테바와 알레르건 모두 다양한 제3자 "프론트 그룹" 및 "주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의사들을 활용하여 오피오이드 제품 전반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하여 

오류가 있거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에는 의료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환자와 처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팸플릿, 웹사이트, 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료는 오피오이드 중독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해 처방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우려를 "오피오이드 



 

 

공포증"으로 표현했으며, 환자가 중독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후를 "거짓 

중독"으로 경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의 기소 진술서에 따르면, 테바와 알레르건은 뉴욕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의 두 가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뉴욕 보험법 제403항은 사기 보험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5,000달러에 각 위반의 사기성 청구 금액을 더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금융서비스부는 각 사기적 처방이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Law)의 제408항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의 의도적 사기 또는 의도적 허위 진술을 금지하며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금융서비스부는 여기서 또한 각 사기성 

처방은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DFS 웹사이트에서 테바 및 알레르건에 대한 기소 진술서의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심리는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부터 One State Street, New York, New York의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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