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UNDERWOOD 법무장관, 오피오이드 상품 마케팅에 광범위한 사기 및 

속임수를 이용한 퍼듀 파마(PURDUE PHARMA)를 상대로 소송함 발표  

  

오피오이드 위기 확산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2018년 주지사 주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 공약에 따름  

  

소송으로 퍼듀(Purdue)가 옥시콘틴(OxyContin)을 포함한 오피오이드 상품이 다른 

오피오이드 상품에 비해 남용 및 중독이 적다고 허위 표기한 사기 혐의 제기  

  

오피오이드의 급속한 확산을 막으려는 주지사의 통합적인 전략에 기반  

  

해당 소송은 퍼듀(Purdue)가 뉴욕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 벌금, 보상할 것을 

추구하며 뉴욕에 가한 위험을 없앨 것 기대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arbara D. Underwood 법무장관은 오늘, 퍼듀 파마 

L.P.(Purdue Pharma L.P.), 퍼듀 파마 주식회사(Purdue Pharma Inc.), 퍼듀 프레데릭 

컴퍼니(Purdue Frederick Company Inc.)(이하 “퍼듀(Purdue)”)를 상대로 소송함을 

발표했습니다. 퍼듀(Purdue)는 수십 년 동안 옥시코틴(OxyContin)을 포함한 

오피오이드의 위험에 대해 처방자 및 환자에게 허위 정보를 주었습니다. 강하고 위험한 

약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혜택을 과장함으로써 속임수 및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고소에 따르면 퍼듀(Purdue)는 지속적으로 직접 또는 제 3자 그룹을 통해 자사 

상품에 대해 오피오이드의 장기 복용과 남용 및 중독 사이의 연결성을 은폐하고 수많은 

허위 설명을 했습니다. “불충분한 처방”이라고 언급하며 중독의 징후를 감추었고 상품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쉽다고 거짓을 주장했으며 오피오이드와 비교하여 대체 통증 완화 

요법의 위험성을 과장했고 심지어 오피오이드가 신체 기능을 개선한다는 허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퍼듀(Purdue)가 오피오이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합심한 

노력의 일부로 처방, 공공 의견, 해당 상품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400016_2018_the_people_of_the_stat_v_the_people_of_the_stat_summons_complaint_2.pdf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지역사회에 

고통을 심으며 4000억 달러 규모의 업계로 키운 부도덕한 유통업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올해 주지사의 주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에서 저는 이러한 회사들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대중을 

호도한 모든 회사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회사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Underwood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사에서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하여 속임수와 무모할 정도의 무시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퍼듀(Purdue)는 우리 지역사회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주 전역 가족을 망치는 

오피오이드 확산을 촉진하여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퍼듀(Purdue)에게 부끄러운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이번 소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여러 주에 걸쳐 전국 오피오이드 제조사 및 유통업자를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법무장관의 고소장에서 제기된 혐의에 따르면 퍼듀(Purdue)는 2007년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호도된 마케팅을 정정하겠다고 서약했으며 2015년 뉴욕 법무장관에게 중지 

확약(Assurance of Discontinuance)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오피오이드 상품 마케팅에 

속임수를 썼습니다.  

  

퍼듀(Purdue)의 행위는 오피오이드를 확산시켜 뉴욕 전역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퍼듀(Purdue) 오피오이드 상품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남용하도록 거들었습니다. 2016년 

뉴욕에서만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복용으로 3,086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퍼듀(Purdue)에서 판매한 진통제를 포함하여 오피오이드 진통제 복용으로 2,399명이 

사망했습니다.  

  

소송으로 퍼듀(Purdue)가 공적 불법 방해를 없앨 명령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소송은 

또한 퍼듀(Purdue)가 속임수, 사기, 불법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퍼듀(Purdue)가 

소송으로 제기된 법 위반으로 얻은 돈을 토해내며 퍼듀(Purdue)가 벌금을 내거나 주에 

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명령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소송은 Underwood 법무장관이 진행중인 조사에서 기인했으며 이는 오피오이드 

제조사 및 유통업자들이 마케팅 및 처방 오피오이드 유통에서 불법 관행에 연루되었는지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뉴욕은 법무장관 양당 연합체와 함께 전국, 여러 주에 걸친 조사에 

참여합니다.  

  

당선 이후 Cuomo 주지사는 오피오이드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공격적, 다면적 접근 

방법을 시행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적 중독 관리 

연속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ag.ny.gov/pdfs/Purdue-AOD-Executed.pdf
http://www.ag.ny.gov/pdfs/Purdue-AOD-Executed.pdf


 

 

• 급성 통증에 대한 최초 오피오이드 처방을 30일에서 7일로 제한  

• 보험 보장 확대,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수많은 보험 제약 제거  

• 처방자 훈련 및 교육 증가  

• 오피오이드 치료 및 회복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하여 주 전역에서 치료 

기회를 늘리고 치료 역량을 강화  

• 처방 약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I-STOP 법률 시행  

• 뉴욕 주민들에게 헤로인 사용, 오피오이드 오용 및 중독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 위한 대중 인식 및 예방 캠페인 개시  

•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할 대응팀 소집  

  

중독으로 고생하거나 어려움에 빠진 친족이 있는 뉴욕 주민은 뉴욕주의 무료 연중무휴 

핫라인인 HOPEline(1-877-8-HOPENY, 1-877-846-7369)에 전화를 걸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에 문자를 보내어 도움을 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독/해독, 입원, 지역사회 주거 및 통원 치료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는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YS OASAS)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을 통해 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웹사이트(NYS OASAS websi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 중독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이용하려면 

CombatAddiction.ny.gov를 방문하십시오.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예방에 관해 청소년과 

대화를 나눌 때 활용할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뉴욕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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