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날록손 구입하기: 알아야 할 사항
기본정보



날록손은 아편계 약물의 과다투여에 길항작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약입니다.
아편계 약물은 호흡을 억제하거나 멈출 수 있는 약으로, 처방 진통제와 헤로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날록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날록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과다투여의
위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과다투여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이에 포함됩니다.

약국에서 날록손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참여 약국을 방문하여 날록손을 요청하십시오.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근 참여 약국은
nyc.gov/health/ma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록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날록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체형 비강 스프레이
(Narcan®)

분리형 비강 스프레이

일체형 근육투여
자가 주사기(Evzio®)*

분리형 근육투여 주사

*Evzio® 자가 주사기는 CVS, Duane Reade, Walgreens 와 Stop & Shop 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날록손을 원하는 경우 약사에게 말씀하십시오.

날록손을 구입하려면 보험이 있어야 하나요?
날록손은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처방약보장을 받지 못하는경우 날록손 구입 비용은 분리형
근육투여 주사 약 $45, 분리형 비강 스프레이 약 $85, 일체형 비강 스프레이 약 $150, 자가 주사기 약 $4,000
이상입니다. 시 전역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날록손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려면 health.ny.gov/diseases/aids/general/resources/oop_directory/index.htm 을 참고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를 지불하나요?
보험사 대부분은 소액의 공동부담금으로 또는 공동부담금 없이 날록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을
확인하여 날록손을 구입하는 데 추가 비용이나 한도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분리형 비강 스프레이의 경우,
보험에서 해당 약물을 보장하더라도 보통 추가 비용(대개 $5 이하) 이 있습니다. 약사가 가장 적정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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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록손 사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네. 아편계 약물 응급상황 또는 과다투여 시 날록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약사가 간략한 교육
및 서면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약사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nyc.gov/health 에서 prevent
overdose(과다투여 예방)를 검색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날록손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약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날록손은 즉시 수령할 수 있나요?
원하는 종류의 날록손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도 있을 것이고, 주문해야 하는 약국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날록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며칠 내에는 날록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록손을 소지하며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네.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약국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날록손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 주의 911 선한 사마리아인 법(911 Good Samaritan Law)은 과다투여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된다 해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911 에 전화한 모든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날록손을 구매하려면 제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아니요. 날록손은 규제 약물이 아니므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용으로 약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매자의 이름과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약사는 만 16 세 미만에게 날록손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날록손 리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날록손 리필은 참여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날록손을 다 사용하였거나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었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리필을 받으십시오. 뉴욕 시 보건부의 날록손 사용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약국과 보건부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기밀로 보호합니다.
날록손에도 사용기한이 있나요?
네. 사용기한은 날록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날록손을 리필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자료
날록손에 관한 정보:


nyc.gov/health/naloxone 에서 확인하십시오.

과다투어 예방에 관한 정보:


nyc.gov/health 에서 prevent overdose(과다투여 예방)를 검색하십시오.

아편계 약물 및 기타 약물 사용장애의 치료 또는 피해경감 서비스로의 의뢰:


NYC Well: 1‐888‐NYC‐WELL(1‐888‐692‐9355)에 전화하거나, 65173 번에 WELL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nycwell.cityofnewyork.us 를 참고하십시오.
뉴욕 주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서비스 제공자 명부: oasas.ny.gov/ProviderDirectory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부프레노르핀 치료의사 위치 찾기: samhsa.gov 에서 buprenorphine treatment locator(부프레노르핀



Korean

치료의사 위치 찾기)를 검색하십시오.
ThriveNYC 서비스 파인더(ThriveNYC Services Finder): nyc.gov/thrive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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