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에 중독 예방 서비스 지원을
위해 9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투자 발표

서비스 제공자들은 증거 기반 예방 조치 확대 및 업데이트에 950만 달러 사용 가능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에 약물 사용 질환 예방 서비스를
위한 증거 기반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95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 약물 남용 예방 치료(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보조금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지원자들을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이 자금을 운영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은 주 전체의 약물 사용 및 남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뉴욕 주민들이 치료, 지원,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가 중독 예방을 위한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 행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OASAS는 예방 서비스의 가치와 필요성을 깨달았고 특히
청소년, 가족, 젊은이, 지역사회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예방 지원 종류는 대면 예방 조치에서 가상 모델, 또는 기타
장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예방 서비스 제공자는 원거리 예방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연방 자금 지원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예방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스타트업 펀딩을 통해 새로운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자금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 화상컨퍼런스 플랫폼
구독 등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종합 RFA로,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로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방 인프라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서비스 제공자는
https://oasas.ny.gov/request-applications를 방문하여 최대 70,000 달러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의장인 Pete Harckham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약물 사용
장애 예방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자는 적시에 시행된 뉴욕주 자금 지원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대면 프로그램
외의 필요한 대안적 방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보건을 지키고
중독 예방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강력한 노력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하원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의장인 Phil Ste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
및 가족이 중독에서 벗어나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은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OASAS는 지난 수년 동안 오피오이드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법을 시행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을 선도하는
연속적인 중독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주정부는
위기관리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주거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물 지원 치료,
이동 치료, 교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2016년에 NYS 헤로인 및 아편유사제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으며 이
태스크포스는 확대된 동료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평가 및 진찰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센터(open access centers) 등을 비롯한 새로운
비전통적 서비스를 권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 이후로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주민은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인
HOPEline에 주 7일 24시간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위독/해독, 입원, 주거 및 통원 치료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는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을 통해
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YS
OASA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와 관련된 보험 장애를 경험했거나 기각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888-614-5400번으로 전화하거나
ombuds@oasas.ny.gov 이메일을 발송하여 CHAMP 헬프라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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