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 복용 예방 센터(overdose prevention center, OPC)는 어떤 곳입니까?
• OPC는 사람들이 교육받은 직원의 감독하에 이미 소지한 마약성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뉴욕시(NYC) 내 OPC 두 곳은 East Harlem과 Washington 
Heights에 있습니다.

• OPC는 치명적인 마약성 약물의 과다 복용 또는 과량 투여를 비롯해 마약성 약물 사용과 
관련한 피해 위험을 줄이고, 마약성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PC는 효과적입니까?
• 그렇습니다. OPC 서비스는 마약성 약물의 과다 복용 또는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검증된 공공 건강 개입 서비스입니다.
• 전 세계의 관할 구역 육십 곳 이상에서 OPC 백 곳 이상이 운영 중입니다.
• OPC 운영 삼십 년이 넘는 기간에 어느 OPC에서도 약물 과다 복용 또는 과량 투여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  보건부의 타당성 연구*에서는 NYC 내 OPC 네 곳의 개설이 매년 최대 백삼십 명 이상을 

살리고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비용에서 $7 백만 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마약성 약물 사용자의 건강 개선을 위해 OPC는 어떻게 노력합니까?
• OPC 직원은 잠재적인 과다 복용 또는 과량 투여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개입해 그 

위험을 막습니다.
• OPC는 마약 주사와 관련한 병과 부상을 줄입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와 마약성 약물 치료 

추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OPC는 어떻게 지역 사회를 돕습니까?
• OPC는 과다 복용 또는 과량 투여 위기를 다루고 그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OPC는 운영하는 장소 근방의 공공장소에서의 마약성 약물 사용, 주사 관련 폐기물 및 

마약성 약물 관련 범죄를 줄입니다.

OPC를 왜 지금 개설하는 것입니까?
• 미국과 NYC 내 마약성 약물 과다 복용 또는 과량 투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간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뉴욕시 관할 과다 복용 
예방: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과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주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인 감독하에 주사. 2018.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public/supervised-injection-report.pdf

과다 복용 예방 센터: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public/supervised-injection-report.pdf


과다 복용 예방 센터에 대한 추가 정보는 nyc.gov/health 
를 방문해 “alcohol and drug use services” (알코올 및 마약성 약물 

사용 서비스) 를 검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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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2021
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10만명 이상이라 보고했습니다.

• 2020년에는 NYC에서 2,000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보고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NYC의 OPC 두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  East Harlem 과 Washington Heights의 OPC는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 제공의 긴 역사를 

가진 기존의 주사기 서비스 프로그램(syringe service programs, SSP) 내에 있습니다. 
SSP에 대한 추가 정보는 nyc.gov/health를 방문해 “alcohol and drug use 
services” (알코올 및 마약성 약물 사용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 장래에 OPC가 더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OPC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 현재 마약을 하거나 OPC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OPC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SSP와 같이 참가자는 OPC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간단한 스크리닝과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OPC에서 마약성 약물을 판매합니까?
• 아니요. OPC 내와 근처에서는 마약성 약물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OPC는 마약성 약물 사용을 권장하거나 증량합니까?
• 아니요. 이용자들은 이미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OPC는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법을 안내하며, 마약성 약물 치료 서비스 참여를 높입니다.
•  OPC가 마약성 약물 사용 시작을 권장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OPC는 주변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SSP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장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확률이 
낮습니다.

OPC의 기금은 누가 후원하고 있습니까?
• OPC 서비스는 민간에서 기금을 후원받습니다. 

http://nyc.gov/health
http://nyc.gov/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