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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급속 확산 국가 문제

• 2019년에는, 미국에서 총 70,630건의 약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함 
• 2019년에는, 총 49,860 (70.6%) 건의 DCD가 오피오이드와 관련됨 
•가장 최근에, 미국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29%의 증가를 나타내는, 12개월 
내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는 가장 많은 DCD를 기록했음.

• 2020년 국경에서 펜타닐 압수는 471건이었음. 2021년 펜타닐 압수는 
11,000건 이상임.

• CBP에 의한 국경에서의 압수:
• 2019년 – 2,804파운드의 펜타닐
• 2020년 – 4,791파운드의 펜타닐
• 2021년 – 11,201파운드의 펜타닐

• California: Opioid-Involved Deaths and Related Harms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 https://cis.org/Arthur/CBP-Border-Patrol-Fentanyl-Seizures-Southwest-Border

https://www.drugabuse.gov/drug-topics/opioids/opioid-summaries-by-state/california-opioid-involved-deaths-related-harms#:~:text=In%20California%2C%20an%20estimated%2045%25%20of%20drug%20overdose,in%202017%20to%20865%20in%202018%20%28Figure%201%29.
https://cis.org/Arthur/CBP-Border-Patrol-Fentanyl-Seizures-Southwest-Border


약물로 인한 사망 미래 예측
•지난 5년간, DCD 증가에 대한 주 전체 평균 비율은 연간 약 90%입니다. 

• 조사한 5년 동안(2014-2019) 캘리포니아에서  1,649명이 펜타닐로사망했습니다 .
•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93,000명 이상이 DCD로 사망 — 2019년보다 거의 30% 이상의 증가를 반영하는 
기록적인 수치임.

• "이는 12월 만에 기록된 DCD 중 가장 많은 수이며, 적어도 1999년 이후 최대 
증가입니다.” 

•이 비율로 다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 전체       L.A. 카운티
• 2021년- 176,700건의 DCD     -2021년- 88,350건의 DCD
• 2022년- 335,730건의 DCD -2022년- 167,865건의 DCD
• 2023년- 637,887건의 DCD -2023년- 318,943건의 DCD

• 2016년 한 달 동안, 모든 약물 중 86%가 알약이든 분말이든, 펜타닐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 펜타닐은 캘리포니아에서  5년 동안 1,649명을 죽였고, 다른 주에 비해 훨씬 적은 
수였음–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ocregister.com)

• https://www.npr.org/2021/07/14/1016029270/drug-overdoses-killed-a-record-num
ber-of-americans-in-2020-jumping-by-nearly-30 

https://www.ocregister.com/2019/10/04/phantom-fentanyl-deaths-skyrocket-in-southern-california/
https://www.ocregister.com/2019/10/04/phantom-fentanyl-deaths-skyrocket-in-southern-california/
https://www.npr.org/2021/07/14/1016029270/drug-overdoses-killed-a-record-number-of-americans-in-2020-jumping-by-nearly-30
https://www.npr.org/2021/07/14/1016029270/drug-overdoses-killed-a-record-number-of-americans-in-2020-jumping-by-nearly-30


나르칸을 활용한 TPD 
• 2017년에, TPD는 과다복용 사고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에게 
나르칸/날록손 비강 스프레이 장치를 장착하는 R&D를 시작했습니다.

• 2018년에, TPD는 LA 카운티에서 모든 경찰관에게 2개의 나르칸 비강 스프레이 장치를 
장착한 최초의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관들은 나르칸 비강 스프레이 장치를 약 10번 사용했으며 가능한 약물 
사례 사망에 대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역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경관들을 위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장치가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토랜스시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망
•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100건 이상의 과다복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에서 65명의 약물로 인한 사망(DCD).

•이것이 TPD에 보고된 DCD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기록-보관, “분류되지 않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99,160명의 추가 
오피오이드-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약 30% 이상의 DCD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는 지난 4년에 걸쳐 도시에서 약 85건의 DCD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발생하는 한 달에 거의 2건의 DCD와 같습니다

• https://www.futurity.org/overdose-related-opioid-deaths-records-2293792/ 

https://www.futurity.org/overdose-related-opioid-deaths-records-2293792/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작년 동안 V&N 압수에서, 실험실 분석은 
대량의 METH 및 코케인에서 펜타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M30 알약 한 개에는 
.01에서 .05그램의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타닐은 인식의 요소로 조작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약을 먹고 있다고 믿고, 중독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지식의 부족 및 한 개 알약의 소비가 약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펜타닐 알약은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XANAX 또는 ADDERALL로 위장합니다. 

•펜타닐 1kg은 50만 명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펜타닐 남용 통계 - NCDAS (drugabusestatistics.org)

https://drugabusestatistics.org/fentanyl-abuse-statistics/


2022년 제안된 새로운 EBP 프로젝트 
•예방-약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전파하고 커뮤니티를 
참여시킵니다.

•식별- PEH, 펜타닐 사용자, 및 토랜스시 내 하위 수준의 딜러 그리고 재활 
서비스 및 안내 제공.

•활용- 멕시코의 카르텔과 직접 거래하는 대규모 조직으로부터 펜타닐을 
조사, 식별 및 압수하기 위한 연방 파트너십

•유포- 우리의 협력적 성공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 및 공개 홍보.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펜타닐의 존재를 저해하기. 



지역, 주 및 연방 수준

지역 사령관
시 검찰

CLO / PIO
순찰 / TMET
교통/ SROs
전환 / V&N

형사 /성 범죄

TFD / 병원

DA’s
V&N
CIT

기술 책임자
인텔

갱

형사

DEA
AUSA
JRIC
TFO

지역
사회

주 연방



오피오이드 인식



오피오이드 인식

• 우리 팜플릿을  
다운로드받고  CDC 
교육 웹사이트를  
공유하도록  일반 
대중에게  리소스로  
TPD 웹사이트를  
활용함;

• https://www.cdc.go
v/stopoverdose/ind
ex.html 

https://www.cdc.gov/stopoverdose/index.html
https://www.cdc.gov/stopoverdose/index.html
https://www.cdc.gov/stopoverdose/index.html


감사합니다! 

•S. Masone 형사 

•310.678.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