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펜타닐 경고
안타깝게도 최근 킹 카운티에서 주로 불법 알약과 분말에서 발견되는 펜타닐에 의한
과다복용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18 세 이하의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경고:


처방약처럼 보일 수있는 위조 알약을 조심하십시오. 펜타닐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처방의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약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알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펜타닐이란?
펜타닐은 다른 오피오이드보다 약 100 배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마약입니다.
펜타닐은 종종 가짜 알약 및 백색 분말과 같은 불법 길거리 약품에 첨가됩니다. 펜타닐과
기타 오피오이드는 호흡을 늦춤으로써 과다복용을 유발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어디에서 국소적으로 발견됩니까?


킹 카운티에서 펜타닐은 파란색, 녹색 또는 옅은 색상의 위조 알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다른 색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약은 "M30"으로
표시되어 있고 때로는 "K9", "215" 및 "v48"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백색 분말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펜타닐은다음물질에서국소적으로발견되고있습니다:
M30 알약
이들은우리지역에서펜타닐을함유한가장일반적인
약품입니다.

V48 & A21 알약
이러한알약은덜일반적이지만펜타닐을함유하고
있을수도있습니다.

분말
펜타닐은백색분말형태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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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옥시코돈 알약에는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냄새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약에 펜타닐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펜타닐의 양은 동일한 포장 내에서조차 알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알약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몽롱하게 만들 수 있지만 또 하나를 추가로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과다복용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과다복용 또는 과도한 오피오이드 사용의 징후를 파악하십시오. 누군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과다복용일 수 있습니다:
o 깨어나지 않거나 깨우기 어려움
o 호흡이 느리거나 없음
o 창백하고 칙칙하고 차가운 느낌의 피부
o 파란색 입술이나 손톱
o 비정상적인 코골기 패턴(예: 비정상적으로 요란한 소리)
o 극도의 졸음



과다복용을 목격하면 즉시 9-1-1 로 전화하십시오. 워싱턴주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귀하와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사람을 마약 소지 혐의로부터 보호합니다.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막아주는 비강 스프레이인
날록손(Narcan)을 제공하십시오. stopoverdose.org 에서 Narcan 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된 약품을 제거하십시오.
www.medicinereturn.org 에서 가까이에 있는 수거함을 찾거나 667873 번으로
MEDS 에 문자를 보내십시오



누군가가 과다복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치료
킹 카운티 전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장애 치료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치료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Recovery Help Line(http://www.WArecoveryhelpline.org)을
방문하거나 1-866-789-75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