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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피오이드 위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존슨 앤 존슨에 대한 보험 

사기 조치를 발표  

  

사기에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을 위한 보험료 초과 요금 20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부 조치의 일환  

  

금융서비스부의 청구는 존슨 앤 존슨이 부정하게 오피오이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잘못 묘사하여 오피오이드 시장을 확대하고, 자사의 오피오이드 약물 및 오피오이드 

원료 산업을 촉진하며 오피오이드 위기를 확산시켰으며, 뉴욕 소비자를 위한 건강보험 

비용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혐의를 제기  

  

존슨 앤 존슨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금융서비스부의 기소 진술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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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S)가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및 그 자회사 얀센 파머수티카(Janssen 

Pharmaceutica, Inc.), 얀센 파머수티컬스(Janssen Pharmaceutica, Inc.) 및 오르토-

맥넬리-얀센 파머수티컬스(Ortho-McNeil-Janssen Pharmaceuticals Inc.), 총칭하여 "존슨 

앤 존슨"에 대한 기소를 제기하여 행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만들고 자행한 자들에 대해 진행 중인 금융서비스부 

조사로부터 오피오이드 제조업체들에 대해 기소되는 네 번째 세트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뉴욕주는 이 공중보건 재앙을 촉진한 이들에 대한 조치를 계속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오피오이드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이며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Linda A. Lacewell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전국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뉴욕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산업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뉴욕주에서 수많은 오피오이드 제품을 제조했으며, 특히 통제 목록 

II(Schedule II) 약품으로 펜타닐 패치인 듀라제식(Duragesic)과 타펜타돌 약물인 

뉴신타(Nucynta)를 제조했습니다. 또한 존슨 앤 존슨은 특허받은 "노먼 포피(N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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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py)"를 통해 원료 오피오이드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관리했으며, 이 공급망은 한 때 

옥시코돈 원료 공급의 최대 80%를 담당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의 기소 진술서(Statement of Charges)는 존슨 앤 존슨 피항소인이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한 위험한 오피오이드 시장을 창출, 공급, 촉진 및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데 

오랫동안 다각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자사 

브랜드 오피오이드의 판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허위 및 사기성 구실 아래 의료 

지역사회의 오피오이드 처방 수용을 증폭시켜 오피오이드 관련 원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의 존슨 앤 존슨 피항소인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로셔 및 제3자 간행물을 통해, 특히 노인 환자를 오피오이드 치료 후보 목표로 

삼고, 이 더 취약한 인구에 대한 오피오이드 사용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위험을 축소하여 말했습니다.  

• 브랜드 마케팅 및 핵심 오피니언 리더와 표면에 내세운 그룹의 지원 및 통제를 

통해, 그들은 오피오이드 중독을 위험한 미신으로 특징지었으며 "가짜 

중독"이라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중독의 명백한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단순히 오피오이드 약물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거짓된 개념입니다.  

• 그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으로부터 듀라제식 

마케팅 자료의 허위 진술에 대해 경고하는 여러 가지 의사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술에는 오피오이드 제품이 다른 오피오이드 제품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남용 자료의 잘못된 특성, 낮은 남용 가능성과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주장, 듀라제식의 포장 경고, 금기, 부작용에 대한 위험 정보가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 그들은 1990년대에 양귀비를 개발하여 퍼듀(Purdue)에 의해 제조된 

옥시콘틴(OxyContin)의 주성분인 옥시코돈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피오이드가 되는 원료의 공급을 촉진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의 기소 진술문에 따르면, 존슨 앤 존슨 피항소인은 뉴욕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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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서비스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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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리는 2021년 1월 25일 월요일부터 One State Street, New York, New York의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금융서비스부의 존슨 앤 존슨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기소 진술문의 사본은 

금융서비스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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