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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약물 남용 교육 및 회복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  

  

S.4086/A.6553 법안으로 약물 남용 교육 및 회복을 위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승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약물 남용 교육 및 회복 기금(Substance Use Disorder Education 

and Recovery Fund)을 설립하고, 오늘, 약물 남용 교육 및 회복을 위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승인하는 법안(S.4086/A.6553)에 서명하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남용에 대항한 싸움은 저에게 개인적인 

것이며, 교육이 이 유행병 퇴치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이 

기금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약물 남용 문제로 고전하는 사람들이 회복 과정을 겪는 동안 

저희 도움과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뉴욕에서는 그들이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S.4086/A.6553 법안으로 약물 남용 및 회복 기금으로 알려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소액 

기부 체크란이 삽입됩니다. 이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교육, 예방, 치료, 회복을 제공하는 기관에게 장려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남용 위기는 뉴욕주 거의 

전역을 할퀴었으며, 그 여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약물 남용 유행을 극복하고 중독을 둘러싼 

낙인을 종식하는 데 할 일이 있습니다. 약물 남용 교육 및 회복 기금 설립과 기부자들에게 

소득세 공제 혜택을 위해 McDonald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제 법안은 평범한 뉴욕 주민들이 

이 해결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물 남용 예방, 치료, 회복 프로그램들은 생명을 

구하며, 우리 법안은 그러한 기금이 이 일을 담당하는 기관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 드리며, 뉴욕주에서 약물 남용 

위기를 종식하는 창의적이고 건강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John T. McDonald III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남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건강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약물 남용 교육 및 회복 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방, 치료, 회복을 향한 직접 기금 지원을 위해 손쉬운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약물 남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지원하는 

솔루션의 일원으로 자기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 파트너가 되어 수고해 주신 

Michelle Hinchey에게 감사 드리며, 이 조치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서명하고, 약물 남용 

문제 지원에 지속적인 열의를 보여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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