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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합성 마리화나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 개시 

 

합성 마리화나 방지 광고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통상적으로 합성 마리화나로 불리는 합성 약물의 

불법 판매를 신고하도록 뉴욕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새로운 공중 인식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이러한 인공 약물의 사용과 연관된 위험에 관해 뉴욕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광고들로 구성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이러한 합성 약물들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이며, 모든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번 행정부는 이 

위험한 약물의 판매와 사용 모두를 종식시키는 것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일반 공중을 교육하고, 최종적으로 이 해로운 약물의 판매를 중단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각각의 광고에는 “합성 마리화나는 위험하고 불법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며, 불법 

판매를 신고하기 위한 전화번호, 뉴욕주 HOPEline 번호 및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뉴욕시 지하철에서 진행되며, 이 약물의 사용이 최근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브루클린, 브롱크스 및 퀸즈 지역에서 주로 진행될 것입니다. 추가로,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뉴욕주 스루웨이 여행 플라자, 그리고 시러큐스, 빙엄턴 및 플래츠버그에 있는 벽면 

광고판에도 광고가 게재될 것입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도 이러한 약물의 위험에 관한 

메시지를 더욱 확산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이 기관의 캠퍼스들에 이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도록 도우려면, 합성약물의 위험에 

관한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보게되는 불법 판매를 신고함으로써 우리의 거리에서 이 위험한 

합성약물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돕기를 권장합니다. 아울러, 중독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1-877-846-7369으로 뉴욕주 HOPEline에 연락하거나, 우리의 뉴욕주 

http://www.oasas.ny.gov/AdMed/drugs/documents/syntheticsposter2016.pdf
https://www.oasas.ny.gov/


OASAS 웹사이트 oasas.ny.gov를 방문하도록 권장합니다.” 

 

합성약물의 판매 및 사용과 싸우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2012년에 합성 약물 및 화학물질의 소지, 제조, 배포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령하도록 주 보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합성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영업장 소유주 및/또는 개인을 불법 약물 소지죄로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죄에 대해서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 구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위반 건당 최고 

2,000달러의 민사상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주지사는 합성 약물과 처방 오피오이드 남용의 위험에 관해서 뉴욕 

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2개의 공익광고를 개시했습니다. 이 공익광고들은 

주 전역에 걸쳐 텔레비전 방송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전파를 탔습니다. 

 

2016년 7월에 이러한 약물들로 인해서 비상 부서 방문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경찰은 이 불법 약물을 판매하고 있던 시러큐스 및 빙엄턴의 

영업장들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아울러 로체스터에 있는 영업장들로부터 

약물을 압수하고, 합성 약물 불법 소지 및 이러한 약물의 소지를 금지하는 보건부 규정 

위반으로 영업장 소유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2015년 7월에 금지 물질 

목록에 2개의 추가적인 화학물질 종류를 추가하도록 보건부에 요청했으며, 이제 이 

목록에서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위험 화학물질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성 마리화나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 새로운 인식 캠페인은 이러한 약물의 

위험에 관해 뉴욕 주민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롭고 더욱 강력한 

규정 및 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율된 법 집행 조치와 함께, 이러한 교육 자료들은 합성 

마리화나의 위협과 싸우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경찰이 합성 

카나비노이드 배포를 막기 위한 집행 조치를 강화하기는 했지만, 일반 공중의 교육 또한 

지역사회가 이 약물이 제기하는 위험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있어 극히 중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합성 약물의 확산을 근절하고,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주 정부 기관들이 관여하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들로 구성되며, 

흡연될 수 있도록 건조 분쇄된 식물 재료에 분사되거나(허브 향), 기화되어 전자 담배 및 

그 밖의 기기로 흡입되는 액체(액체 향)로 판매됩니다. 이것들은 색깔 있는 포장으로 

“적법한” 물질로 판매되며, 종종 포푸리(potpourri)로 판매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Spice, 

K2, Scooby Snax, Green Giant, Smacked, Wicked X, iBlow, Geeked Up, Ninja, Caution, 

Red Giant 및 Keisha Kole 등의 제품명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심각한 환각상태 및 정신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인공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 자살 충동을 가질 수도 있고, 스스로에 

https://www.oasas.ny.gov/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ewest-phase-statewide-campaign-combat-synthetic-drugs-and-prescription


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심지어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혈압 불규칙, 불안, 분노, 메스꺼움/구토, 혼란, 졸음, 

두통, 전해질 이상, 발작, 걱정, 피해망상, 공격적 행동, 의식 상실, 중독, 신부전, 고혈압,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합성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화번호 1-800-222-1222로 

뉴욕주 중독관리센터(Regional Poison Control Center)에 연락하세요.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911에 연락하세요. 귀하가 이러한 합성 약물 또는 배스 솔트(bath salt)의 

불법적 배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전화번호 1-888-997-2587로 뉴욕주 주지사 

합성약물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은 1-877-8-HOPENY(1-

877-846-7369)로 뉴욕주에서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무료로 운영하는 HOPEline에 

전화를 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에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OASAS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OASAS 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OASAS의 인증을 받은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보호 조치 및 보험 처리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 이용 페이지(Access Treatment)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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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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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indaddictiontreatment.ny.gov/
http://www.findaddictiontreatment.ny.gov/
https://www.oasas.ny.gov/treatment/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