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불법 약물인 펜타닐, 기타 오피오이드, 합성 카나비노이드 등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발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무료 정보 및 자료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오늘 교육청으로 

발송된 서신 -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서신의 전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통 다른 약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펜타닐과 합성 

카나비노이드를 비롯한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커미셔너들의 합동 서신이 

교육청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이러한 약물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교육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펜타닐과 합성 카나비노이드의 실질적인 위험성에 대해 뉴욕의 학생들에게 

알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독약을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무료 자료를 이용하여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학교에 권고합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방지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Abuse Task Force)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펜타닐을 포함한 이 약물들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물 남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교육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결정을 내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inaltriagencyopioidk2letter92018_FINAL.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inaltriagencyopioidk2letter92018_FINAL.PDF


 

 

뉴욕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는 지속되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할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생의 주사 약물 사용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따르면 2017년에는 고등학생의 6 퍼센트가 합성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승인한 펜타닐은 의학적 절차에 

따라 의료진의 철저한 감독하에 마취제로 적절하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불법 펜타닐이 불법으로 판매되거나 헤로인 및 기타 약물과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효를 증가시켜 과다 복용 또는 사망의 위험이 늘어납니다.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불법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름과 포장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특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성분을 알 수 없는 

화학 물질이 첨가된 식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합성 마리화나”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 보낸 서신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해독하는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신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학생에게 

투여하기 위해 날록손을 미리 확보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예방 프로그램(Opioid Overdose Prevention Program)에 등록하는 방법과 

날록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타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교육청이 뉴욕주 중독 및 약물 사용 장애 교육 자료(New York 

State Addict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 Educational Resource)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는 무료로 플래시 드라이브 형태로 보급되어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래시 드라이브 중 하나를 주문하기를 원하는 교육청은 

OGS.SM.GDC@OGS.NY.GOV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플래시 드라이브에 포함된 

전체 내용은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약물과 이 약물들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사, 코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멘토를 포함한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 및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계속 

교직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진정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한 약물을 사용하여 스스로 치료하는 대신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길을 가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 

https://www.schoolhealthny.com/opioidoverdose
mailto:OGS.SM.GDC@OGS.NY.GOV
https://www.health.ny.gov/professionals/narcotic/docs/educational_resource_letter.pdf


 

 

전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의사 결정 기술이 포함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오피오이드 위기의 전례가 없는 재앙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사회는 없습니다. 교사와 교직원이 학생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물들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할 경우, 교사와 

교직원들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연하는 

오피오이드와 합성 약물의 위험성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장래에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 이후 Cuomo 주지사는 오피오이드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시행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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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주거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물 지원 치료, 이동 

치료, 교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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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무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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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지사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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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해독 

치료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약국들은 이제 처방전없이 날록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 혹은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친족이 계신 경우,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 HOPEline에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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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FindAddictionTreatmen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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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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