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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배스 솔츠(BATH SALTS) 또는 합성 약물의 소지가 불법 행위임을 발표

공중 보건 위원회의 긴급 회의에서 새로운 규정이 대다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부(DOH)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배스 솔츠 및 기타
합성 약물을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DOH가 발포하고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가 승인한 새로운 규정은 현존하는 금지된
약물 및 화학약품 명단을 확대하여 요즈음 합성 약물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수십개의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더 이상 약물 배포자들이 단지 약물의 성분을 개조하여 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이 규정으로 인해 합성 약물을 판매하는 업소 및/또는
직원은 불법 약물의 소지자로 고소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규정의 집행을 위해
규칙의 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증가시킵니다. 위반자는 최대 5 백 달러의 벌금형 및 15 일간의
감금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배스 솔츠 및 기타 합성 약물은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므로,
우리는 뉴욕주에서 이러한 해로운 물질의 판매 및 배포를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한 조치는 우리 주의
법 집행관들이 규칙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배스 솔츠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지 물질의 명단을
확대시키며, 이러한 약물의 판매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더욱 강력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성 약물을 사용하는 뉴욕 주민들의 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2011 년에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배스 솔츠 사용으로 인해 39 건의 응급실 진료 사태가
발행했습니다. 2012 년에는 이미 191 건의 응급실 진료 사태가 발생했으며, 그 중 120 건이 지난
6 월과 7 월에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의 독물 관리 센터(Poison Control Center)에 의하면,
2010 년에는 단지 20 건의 합성 마리화나 독물 중독 관련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2011 년에는
291 건이 접수되었고, 2012 년의 첫 6 개월 동안에 321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배스 솔츠 및 기타 합성 약물은 현존 마약법을 회피하기 위해 주정부 및/또는 연방정부 통제 물질
목록 1 에 포함된 통제 물질과 유사하지만 그 성분 구성을 약간 개조한 물질을 사용해 제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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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맞춤식 약물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화학적으로 개조될 수 있고 개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실제 용도를 감추기 위해 “배스 솔츠(목욕물 분말 용제)”로서 또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대용품”으로서 시장에 배포됩니다. 현재 이러한 약물들은 온라인, 작은 일용품 상점,
담배 가게 및 기타 소매점에서 판매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 착란, 편집증, 망상,
자살 기도 및 난폭한 행동을 비롯해 흉부 통증, 혈압 증가 및 맥박수 증가 등 코카인 및 암페타민과
유사한 위험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배스 솔츠는 White Lightning, Snow Leopard, Tranquility, Zoom, Ivory Wave, Red Dove, Vanilla Sky 및
기타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됩니다. 합성 마리화나는 Spice, K2, Blaze, Red Dawn X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명으로 판매됩니다.
연방법은 이와같은 많은 물질들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오늘 확립된 새로운
규정들은처음으로 지역내 법 집행관들로 하여금 주정부법 하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위반자를 지방
검사에게 의뢰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 보건부 및 뉴욕주 경찰국은 협조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것이며, 지역 법 집행기관 및 지방
검사의 관할권으로 검거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사 처벌에는 위반당 최대 5 백 달러의 벌금형 및
15 일간의 감금형이 포함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사 처벌에는 위반당 최대 2 천 달러의 벌금형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가 발표한 새로운 무료 핫라인 번호는 1-888-99SALTS(1-888-997-2587)입니다. 배스
솔츠나 합성 약물의 불법적인 배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이 핫라인 전화로 연락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정보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ny.gov/professionals/narcotic/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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