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만당한 뉴욕 주민에 대해 오피오이드 산업에 20억 달러 규모의 과도 

지불금을 상환시키는 조치 발표  

  

소비자 수백만 명과 뉴욕 소기업 수천 개가 오피오이드 사태로 인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추가 지불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뉴욕의 보험 산업에 대한 

권한을 활용하여 핵심 산업 행위자에게 가능한 모든 추징금을 부과하여 뉴욕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금융서비스부(DFS)는 뉴욕주 전역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청문회 실시할 

예정  

  

전국적 오피오이드 사태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오피오이드 제조자, 유통자, 보험약제관리기업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부담을 높은 보험료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뉴욕 소비자를 위해 20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기와 획책을 목격했으나, 

오피오이드 획책은 제가 보았던 어떤 것보다 사악하고 비겁하며 역겹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제약 회사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 전반에 걸친 음모입니다. 그들이 끼친 해악은 측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인명 추천과 수십억 달러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그들은 

처벌을 모면해왔습니다. 이러한 제약 회사들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뉴욕주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NYS Heroin and Opioid Task Force)의 

공동 대표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포함해,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오피오이드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가슴 

아픈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조치에 



따라 제조자와 유통자는 그들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오피오이드의 기만적인 마케팅의 결과와 그에 따른 과도 처방 및 중독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 사태를 종식하고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따르면, 뉴욕 소비자들은 지난 

10년간 추가 보험료 약 20억을 과도하게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납부의 원인은 

오피오이드의 안전성과 효능을 잘못 선전한 오피오이드 제조자과 연괸된 비용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피오이드가 과도하게 처방되었고 추가적인 중독 치료, 기타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인한 건강의 악영향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오피오이드 업게로부터 추징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보험업자들에게 

이러한 조치에 완전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서비스부(DFS)는 뉴욕주 전역에서 청문회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건강 보험 시스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오피오이드 제조사, 유통자, 뉴욕주 면허를 가진 보험업자, 

보험약제관리기업(pharmacy benefit managers, PBMs)에게 소환장을 송부하고 기타 

서류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소기업 및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인상된 보험료로 지불하고, 오피오이드 사태가 이러한 인상을 

주도한 가운데, 오피오이드 업계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약제관리기업(PBMs)은 일반적으로 미국 전역의 오피오이드 조사의 

중점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약제관리기업(PBMs)은 제 3 관리자로, 오피오이드 제조사와 

보험업자 사이의 "중간업자"입니다. 이들은 보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처방약 보장의 

다층적 목록을 설정하고, 제조자 및 유통자가 지불하는 리베이트와 크레딧을 

협상합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일부 보험약제관리기업(PBMs)이 오피오이드 약품 

제조자, 오피오이드 약품 도매상 또는 오피오이드 약품 유통자로부터 낮은 공동 비용이 

책정된 선호 약품 조제 티어 배정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상황 하에서는 연방 및 주의 건강보험 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제조자와 유통자  
보험약제관리기업(PBM

s)  
보험사  

액타비스 

유한책임회사(Actavis LLC)  

애트나 헬스 매니지먼트 

유한책임회사(Aetna 

Health Management 

LLC)  

애트나 헬스(Aetna Health 

Inc.) 및 애트나 

건강보험사(Aetna Health 

Insurance Company)  

액타비스 파머(Actavis 

Pharma, Inc.)  

케어마크 PCS 헬스 

유한책임회사(Caremark 

PCS Health LLC)  

캐피탈 디스트릭츠 피지션스 

헬스 플랜(Capital District's 

Physicians' Health Plan)  



알레르건 파이낸스 

유한책임회사(Allergan 

Finance LLC)  

DST 파머시 

솔루션스(DST 

Pharmacy Solutions, 

Inc)(과거 앵거스 헬스 

시스템스(Argus Health 

Systems, Inc.))  

케어 커넥트 인슈어런스 

컴퍼니(Care Connect 

Insurance Company 

Inc.)(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세파론(Cephalon Inc.)  

익스프레스 

스트립츠(Express 

Scripts Inc.)  

시그나 헬스 케어 오브 

뉴욕(CIGNA Health Care of 

New York Inc.)  

엔도 헬스 솔루션(Endo Health 

Solutions Inc.)  

인제니오릭스(IngenioRx 

Inc.)  

크리스탈 런 헬스 인슈어런스 

컴퍼니(Crystal Run Health 

Insurance Company) 및 

크리스탈 런 헬스 플랜 

유한책임회사(Crystal Run 

Health Plans LLC)  

엔도 파머수티컬스(Endo 

Pharmaceuticals Inc.)  

나비투스 헬스 

솔루션(Navitus Health 

Solutions)  

엠블렘헬스(EmblemHealth)  

얀센 파머수티컬스(Janssen 

Pharmaceuticals Inc.)  
옵툼릭스(OptumRx Inc.)  

엠파이어 헬스초이스 

어슈런스(Empire 

HealthChoice Assurance Inc.) 

및 엠파이어 헬스초이스 

HMO(Empire HealthChoice 

HMO)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파머시 베네핏 

디멘전스(Pharmacy 

Benefit Dimensions)  

엑셀러스 헬스 플랜(Execellus 

Health Plan Inc) 및 엑셀러스 

헬스 플랜 HMO(Excellus 

Health Plan HMO)  

맬린크로트 

유한책임회사(Mallinckrodt 

LLC)  

살루스 IPA 

유한책임회사(Salus IPA 

LLC)  

뉴욕 퀄리티 헬스케어 

코포레이션(New York Quality 

Healthcare 

Corporation)(피델리스(Fidelis

))  

오르토-맥넬리-얀센 

파머수티컬스(Ortho-McNeil-

Janssen Pharmaceuticals Inc.)  

메드임팩트 헬스케어 

시스템스(MedImpact 

Healthcare Systems, 

Inc.)  

헬스퍼스트(HealthFirst)  



파 파머수티컬 컴퍼니스(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헬스나우 뉴욕(HealthNow 

New York Inc)  

파 파머수티컬스(Par 

Pharmaceuticals Inc.)  
  

헬스플러스 헬스 플랜 

유한책임회사(HealthPlus 

Health Plan LLC)  

퍼듀 파머(Purdue Pharma 

Inc.)  
  

인디펜던스 헬스 

어소시에이션(Independent 

Health Association Inc.) 및 

인디펜던스 헬스 베네핏 

코포레이션(Independent 

Health Benefits Corporation)  

퍼듀 파머 엘 피(Purdue 

Pharma L.P.)  
  

메트로 플러스 헬스 

플랜(Metro Plus Health Plan 

Inc)  

테바 파머수티컬스 미국(Teva 

Pharmaceuticals USA, Inc.)  
  

MVP 헬스 플랜(MVP Health 

Plan) 및 MVP 헬스 

인슈어런스 컴퍼니(MVP 

Health Insurance Company)  

더 피에프(The P.F.) 

라보라토리스(Laboratories 

Inc.)  

  

오스카 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Oscar Insurance 

Corporation)  

더 퍼듀 프레드릭 컴퍼니(The 

Purdue Frederick Company 

Inc.)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오브 

뉴욕(United HealthCare of 

New York Inc.), 옥스포드 

헬스 플랜(Oxford Health 

Plans), 옥스포드 헬스 

인슈어런스(Oxford Health 

Insurance Inc.)  

왓슨 라보라토리스(Watson 

Laboratories Inc.)  
    

어메리소스베르겐 드러드 

코포레이션(AmerisourceBerge

n Drug Corporation)  

    

벨코 헬스 코포레이션(Bellco 

Health Corp.)  
    

킨레이(Kinray Inc.)      

맥케슨 코포레이션(McKesson 

Corporation)  
    



로체스터 드러드 

코포레이티브(Rochester Drug 

Cooperative Inc)  

    

얀센 파머수티카(Janssen 

Pharmaceutica, Inc.)  
    

스펙직스 

유한책임회사(SpecGx LLC)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 

Inc.)  
    

더 새클러 패밀리(The Sackler 

Family)  
    

비벌리 새클러(Beverly 

Sackler)  
    

David A. Sackler      

Ilene Sackler Lefcourt      

Jonathan Sackler      

Kathe A. Sackler      

Mortimer 검사(D.A.) Sackler      

Richard S. Sackler      

Theresa Sackler      

  

금융서비스부(DFS)는 뉴욕의 건강보험사 주관청으로, 분명한 법적 권한에 따라 사기 

피해금과 더불어 위반행위 당 50,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Linda A. Lacewel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제조자와 유통자, 그리고 보험약제관리기업(PBMs)이 

의도적인 잘못된 홍보는 소비자와 뉴욕주 면허가 있는 건강보험사에 엄청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뉴욕 보험 업계와 소비자 요율 

감독이라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보험 사기 조사의 권한을 수행합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뉴욕의 소비자와 건강보험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www.dfs.ny.gov/complaint로 방문해주십시오. 

소비자 핫라인(Consumer Hotline) (800) 342-3736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선 이후 Cuomo 주지사는 오피오이드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법을 시행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을 선도하는 

연속적인 중독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http://www.dfs.ny.gov/complaint


위기관리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주거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물 지원 치료, 

이동 치료, 교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에 Cuomo 주지사 직속 헤로인 태스크포스(Heroin Task Force)는 회복 센터, 

청소년 클럽하우스, 확대된 동료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동안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평가 및 진찰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센터(Open Access Centers) 등을 비롯한 새로운 비전통적 

서비스를 권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 이후로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지사는 대부분의 오피오이드 성분 처방약의 처방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이기 

위한 법안 및 처방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험 제한 

사안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환자 중개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에 대한 교육 및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에서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해독 치료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약국들은 이제 처방전 없이 날록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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