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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시장의 주요 오피오이드 제조업체에 대한 최초의 보험 사기 

조치를 발표  

  

금융 서비스부, 오피오이드 유행의 책임에 대해 말린크로트를 상대로 행정적 조치 제기  

  

금융 서비스부, 말린크로트가 오피오이드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속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 중독 및 남용, 뉴욕 소비자 보험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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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 DFS)가 행정적 조치를 시작하여 공개 기업 말린크로트(Mallinckrodt plc)와 그 

산하 회사인 말린크로트 유한책임회사 및 스펙 GX 유한책임회사(SpecGx LLC)를 

고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일으키고 지속시킨 

기업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부의 지속적인 조사로 처음 제기된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사기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체계적인 

사기를 일상화한 것이며, 오피오이드의 계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오이드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며, 수천 명의 생명 

및 수십억 달러를 희생하여 자신들의 재정적 이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주와 국가를 파괴하는 오피오이드 유행을 만들고 지속시켜 발생한 손해는 

헤아릴 수 없으며, 이러한 대형 제약 회사들이 사기성 관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의 고소 진술서(Statement of Charges)에 따르면, 말린크로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에 범람한 오피오이드 약물의 약 39%를 생산한 뉴욕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피오이드 약물 제조업체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말린크로트는 약 5백만 명이 뉴욕 주민을 포함한 뉴욕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10억 개가 넘는 오피오이드 약을 공급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의 고소 진술서는 말린크로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1909101


 

 

• 만성 통증 치료에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는 것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며 

오피오이드를 만성 통증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의료 

전문가와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브랜드 및 비브랜드 오피오이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허위 진술했습니다.  

• 반복적으로 장기 오피오이드 치료의 혜택을 과장하고 이러한 사용을 지원하는 

증거가 부족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중독과 남용의 위험, 중단의 어려움 등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위험을 

간과했으며, 중독의 징후를 "위중독(pseudo-addiction)"이라고 부름으로써 허위로 

감추었습니다.  

• 허위 묘사 및 허위 진술이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오피오이드 

처방 지불 요청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는 말린크로트가 브랜드 오피오이드 라벨링 및 마케팅, 처방자와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자료, 외견상으로는 독립적인 제 3자 단체로 보이나 

말린크로트 및 기타 오피오이드 산업의 영향 하에 있는 프론트 그룹(Front Groups)이 

발행한 자료, 처방 의사를 교육하는 데 사용한 학술 자료 및 교과서 등 방대한 자료 및 

다양한 수단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소는 말린크로트가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제시한 진술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기였음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금융 서비스부의 고소 진술서에 따르면, 말린크로트는 뉴욕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의 두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뉴욕 보험법 제 403항은 사기 보험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5,000달러에 각 위반의 사기성 청구 금액을 더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금융 

서비스부는 각 사기적 처방이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Law)의 제 408항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금융 상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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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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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은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 서비스부 고소 진술서 및 심리 통지서(Notice of Hearing) 전체 사본은 금융 

서비스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는 2020년 8월 24일부터 One State Street, New York, New York의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  
  
  

  

 

https://www.dfs.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ea20200417_statement_charges_notice_hearing_mallinckrodt_specgx.pdf
https://www.dfs.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ea20200417_statement_charges_notice_hearing_mallinckrodt_specg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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