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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헤로인과의헤로인과의헤로인과의헤로인과의 전쟁전쟁전쟁전쟁(COMBAT HEROIN)”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시작시작시작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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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헤로인과의 전쟁(Combat Heroi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시민들에게 헤로인과 아편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중독의 징후와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계몽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헤로인과 아편 중독은 뉴욕시 곳곳에 사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너무 많은 

뉴욕시민들의 삶을 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심각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로인과의 전쟁 캠페인은 불법 약물 남용의 위험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홍보합니다. 치료 및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한 접근 범위를 확장한 올해의 새로운 법령처럼, 이 캠페인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괄적인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지금 즉시 연락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로인과 아편 남용은 뉴욕주와 전국에 걸쳐 지역사회에서 놀라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뉴욕주에서만 헤로인 및 처방 아편 남용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04년 대비 

63,793명보다 더 많은 89,269명이었습니다. 이 동일 기간 동안, 그러한 처방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뉴욕시민의 연령대는 18 세 ~ 24세였습니다.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50만여 명의 뉴욕시민들이 

헤로인을 남용하거나 헤로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6월, Cuomo 주지사는 이 질병에 맞서기 위해 법령을 통과시킬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의료보험 개혁안과 함께 환자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게 전환하고 치료 후에도 환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PINS 전환 서비스를 통해 자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아편 남용 교육을 확대하고, 날록손에 대한 가용성을 제고하고, 

아편 남용을 반대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치료 모델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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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패키지의 중요한 요소는 뉴욕주 Office of Alcoholism & Substance Abuse Services 기관이 공공 

인식 및 교육 캠페인을 구현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Office of Alcoholism &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보건부 및 NYS 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Media Services Center는 검색하기가 쉽고 

헤로인과 마약 남용과 오용에 관한 도움과 정보를 찾는 부모, 성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이 웹사이트(http://combatheroin.ny.gov/)에는 헤로인과 아편 남용의 징후에 대한 정보, Office of 

Alcoholism & Substance Abuse Services 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모가 자녀들과 상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가이드, 그리고 부모와 의료 전문가 간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헤로인 및 기타 아편의 영향에 대하여 말하는 뉴욕시민들의 사례를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익 광고 및 비디오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Thomas' Hope의 설립자이자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자신의 아들을 잃은 Suffolk 카운티의 한 

어머니이기도 한 Linda Ventura는 “아편과 헤로인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 뉴욕주의 입법 개정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낸 사람들 중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묘한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질병에 시달리는 직계 가족을 계몽하는 Cuomo 주지사의 캠페인은 

반가운 소식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Drug Crisis in our Backyard의 공동 창업자이자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자신의 아들을 잃은 Putnam 

카운티의 한 어머니인 Susan Salomone은 “이것은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약물 남용의 흐름을 끊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이것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법령, 그리고 합법적 

아편과 헤로인의 중요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Young People In Recovery - New York의 Cortney Lovell은 “헤로인과의 전쟁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위기를 인식했을 때 하나로 뭉쳐 해결책을 찾고 변화를 위해 중요한 도약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 제정자, 그리고 주지사 

관계자들의 지원으로 이 캠페인은 뉴욕주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약물 중독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기 회복 치료를 받는 젊은 Tatiana는 “헤로인과 아편계 마약은 거의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회복은 실질적으로 제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식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Western New York에 위치한 Horizon Health Services/Horizon Village의 CEO인 Anne Constantino는 

“WNY의 헤로인 질병은 파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을 계몽하고 자원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이 싸움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아끼지 않은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능동적인 조치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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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ny에 위치한 Hope House Inc. 전무 이사인 Kevin M. Connally는 “헤로인은 수 년 동안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오늘날 청소년들과 헤로인을 남용하고 이들 중 다수는 자신의 몸에 주입한다는 

사실이 매우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헤로인 남용은 모든 연령, 인종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헤로인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쏟아 부은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Outreach 의장 Kathy Riddle은 “뉴욕주에서 아편/헤로인 질병은 우리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현혹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개입 및 치료는 생명을 구하고 미래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가족 

황폐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공공 인식 캠페인을 제공한 Cuomo 

주지사와 그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Jefferson 카운티의 Alcohol & Substance Abuse Council 전무 이사인 Bill Bowman은 “헤로인과의 전쟁 

공공 인식 캠페인을 시작한 주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Jefferson 카운티도 

뉴욕주에 있는 대부분의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마약 남용으로 인한 입건 및 관련 범죄의 상승, 초동 

조치에 대한 약물 남용 통화 및 약물 남용 사망 사고와 함께 심각한 헤로인 질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현실과 예방을 홍보하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뉴욕시민들의 눈앞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헤로인과의 전쟁 캠페인은 분명히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DePaul’s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 & Drug Dependence-Rochester Area의 MS.Ed., CPPg, 이사인 

Jennifer Faringer는 “DePaul’s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 & Drug Dependence-Rochester Area는 

아편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헌신하는 NYS OASAS와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종 처방 진통제의 오용/남용에 따른 아편 남용은 NYS의 청소년, 가족 및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협력관계를 통해 힘을 합한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NYS를 만들기 

위해 뉴욕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헤로인과의 전쟁 캠페인 외에 구현 중인 기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SUNY와 CUNY는 대학 캠퍼스에서 헤로인과의 전쟁을 홍보하고 캠퍼스 경찰과 응급 

요원들을 대상으로 날록손의 남용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 12개의 Office of Alcoholism & Substance Abuse Services Addiction Treatment Center는 

날록손의 남용에 대하여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몽할 예정입니다. Addiction 

Treatment Center 직원들을 통해 이미 3,200명 이상의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 경찰관, 소방관, 보안관 대리 및 응급 서비스를 포함하여 초동 조치에 대한 날록손 교육을 

확대합니다. 약 1,100명의 법 집행관들은 이미 인명 구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 뉴욕주에 걸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전문가 직원, 마약 사용자, 그리고 남용 예방 및 날록손 대상 가족을 포함하여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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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170여 개의 기관이 등록되었고, 15,00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았고, 1,000여 명의 남용자들이 전향했습니다. 

•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뉴욕주에 걸쳐 더 많은 처방 약물 처리 지정소를 만들어 처방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는 뉴욕주에 걸쳐 

Medication Drop Box Program을 수립했습니다. Drop box는 일 년 내내 Batavia, Unadilla, 

Canandaigua, Latham, East Farmingdale, Ray Brook, Oneida, Middletown 및 Salt Point의 State 

Police Troop Headquarters에 비치됩니다. 

 

약물 남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들은 숙련된 의료 전문가와 통화하기 위해 Office of 

Alcoholism & Substance Abuse Services HOPEline(무료 전화: 1-877-846-7369)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HOPEline 직원은 질문에 답변하거나 연중무휴 치료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기밀입니다.  

 

헤로인과의 전쟁과 처방 아편 남용/오용에 대한 도움은 웹사이트(www.combatheroin.ny.gov 

(#CombatHeroin))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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