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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체의 중독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37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수여했다고 발표  

  
자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예방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고 증거 기반 

관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증거 기반 중독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37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의 10개 

경제 개발 지역의 제공자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서비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예방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시민들처럼, 제 가족도 중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독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예방 조치와 치료를 강화하여 뉴욕 시민들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OASAS 커미셔너인 Chinazo Cunningha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방은 OASAS 

연속 치료의 중요한 요소이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방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예방 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생명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직접 서비스로부터 원격 및 가상 서비스 

사용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수상 기금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시작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시스템 및 화상 회의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eter Harckham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주민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주 정부 기금을 늘리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복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옹호자들은 약물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줄이고 물질 사용에 대한 교육과 위험 인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거주민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공중보건 이니셔티브에 적절히 기금이 

투입되도록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Phil Ste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격 의료와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물 사용과 정신 건강 장애 모두에 대한 외래 환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민간 단체와 공공 단체 모두 비참할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수상자들은 현장에 배치된 개인의 수를 늘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상 기금이 "증거 

기반" 중독 예방 서비스에 특별히 전달되고 여러 수도권 지역 조직이 이러한 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OASAS에서 승인한 증거 기반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지역별로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자격을 갖춘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도권 지구  

     Addictions Care Center of Albany Inc.: 54,173달러  

     올버니 대학 행동 건강 증진 및 응용 연구 센터(University at Albany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Promotion and Applied Research): 70,000달러  

     렌셀러 카운티 정신건강부(Rensselaer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61,000달러  

     Franklin Community Center, Inc.: 8,990달러  

     새러토가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방지 협의회(The Alcohol and 

Substance Abuse Prevention Council of Saratoga County): 70,000달러  

     Council for Prevention, Inc.: 19,960달러  

  

센트럴 뉴욕  

     Family Counseling Services of Cortland County, Inc.: 49,000달러  

     The Madison County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Inc.: 

70,000달러  

     Contact Community Services, Inc.: 10,000달러  

     Onondaga Council on Alcoholism/Addictions, Inc. d/b/a/ Prevention 

Network: 51,19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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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nham, Inc. d/b/a Farnham Family Services: 69,968달러  

  

핑거 레이크스  

     Genesee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Inc.: 39,417달러  

     로체스터 교구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Diocese of 

Rochester) d/b/a 가톨릭 가족 센터(Catholic Family Center): 8,700달러  

     드 폴 커뮤니티 서비스(De Paul Community Services, NCADD-RA): 

70,000달러  

     Delphi Drug and Alcohol Council, Inc. d/b/a Delphi Rise: 9,722달러  

     Ibero-American Action League, Inc.: 70,000달러  

     The Center for Youth Services, Inc.: 48,575달러  

     The Community Place of Greater Rochester, Inc(예방 서비스): 13,804달러  

     세네카 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Seneca County Community Services 

Board): 55,679달러  

     와이오밍 카운티 정신건강부(Wyoming County Dept. of Mental Health): 

33,751달러  

  

롱아일랜드  

     COPAY, INC.: 15,000달러  

     가족아동 협회(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FCA): 70,000달러  

     Long Beach Coalition to Prevent Underage Drinking, Inc. d/b/a 롱비치 

AWARE(Long Beach AWARE): 50,336달러  

     히브리 데이 스쿨 국립 협회(National Society for Hebrew Day Schools): 

38,000달러  

     Substance Abuse Free Environment (SAFE Inc.): 25,000달러  

     Youth Environmental Services, Inc. d/b/a YES 커뮤니티 자문 

센터(Community Counseling Center): 30,762달러  

     이스턴 서퍽 교육조합위원회(Eastern Suffolk BOCES): 69,249달러  

     Hope For Youth, Inc.: 46,428달러  

     Human Understanding & Growth Seminars (HUGS Inc): 63,852달러  

     Huntington Youth Bureau Youth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Inc. 

(HYBYDRI): 70,000달러  

     PSCH Inc. d/b/a WellLifeNetwork: 10,752달러  

     리버헤드 커뮤니티 인식 프로그램(Riverhead Community Awareness 

Program): 36,603달러  

     스미스타운-호리존스 상담 및 교육 센터(Town of Smithtown-Horizons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13,480달러  

     West Islip Youth Enrichment Services, Inc.: 70,000달러  

  

미드 허드슨  



     Council on Addiction Prevention and Education of Dutchess County, Inc.: 

29,965달러  

     오렌지, 설리번, 얼스터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Orange, 

Sullivan & Ulster): 34,285달러  

     Warwick Community Bandwagon, Inc.: 43,874달러  

     퍼트넘 예방 협의회(The Prevention Council of Putnam): 63,000달러  

     Community Awareness Network For A Drug-Free Life And Environment, 

Inc. (CANDLE): 33,700달러  

      록랜드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약물 의존성 협의회(Rockland Council on 

Alcoholism & Other Drug Dependence, RCADD): 58,720달러  

     하버스트로 빌리지 약물 남용 예방 협의회(Village of Haverstraw Drug Abuse 

Prevention Council): 45,000달러  

     Family Services, Inc.: 9,833달러  

     화이트 플레인시 청년 사무국(City of White Plains Youth Bureau): 34,907달러  

     Harrison Youth Council, Inc.: 40,000달러  

     학생 지원 서비스 공사(Student Assistance Services Corporation): 

63,398달러  

  

모호크 밸리  

     허키머 카운티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Herkimer County): 

44,094달러  

     HFM 예방 협의회(HFM Prevention Council):  40,972달러  

     Center for Family Life and Recovery, Inc.: 70,000달러  

    플턴 카운티 및 몽고메리 카운티의 가톨릭 자선 단체(Catholic Charities of 

Fulton and Montgomery Counties): 37,500달러  

     Leatherstocking Education on Alcoholism/Addictions Foundation, Inc. 

(LEAF, Inc.): 70,000달러  

     Schoharie County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Inc.: 

59,000달러  

  

뉴욕시  

     뉴욕 대교구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rchdiocese of New York, 

ADAPP): 69,300달러  

     CAMBA, Inc.: 10,000달러  

     Federation of Italian-American Organizations of Brooklyn, Ltd.: 45,000달러  

     히브리 교육 협회(Hebrew Educational Society): 45,000달러  

     유대인 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Furtherance of 

Jewish Education): 65,650달러  

     Riseboro Community Partnership, Inc.: 19,822달러  

     브루클린 디오세스 교육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Diocese of 

Brooklyn, PDHP): 19,822달러  



     Immigrant Social Services, Inc.: 42,596달러  

     Lesbian and Gay Community Services Center Inc.: 20,000달러  

     SCAN-NY Volunteer Parent-Aides Assoc. (SCAN Harbor, Inc.): 12,707달러  

     편부모 지원 센터(Single Parent Resource Center): 48,749달러  

     The Educational Alliance, Inc.: 28,074달러  

     Elmcor Youth & Adult Activities, Inc.: 36,850달러  

     Mental Health Providers of Western Queens, Inc.: 43,509달러  

     CASA-Trinity Inc. (체멍 카운티 트리니티): 69,941달러  

  

노스 컨트리  

     Champlain Valley Family Center for Drug Treatment and Youth Services, 

Inc.: 60,526달러  

     Substance Abuse Prevention Team of Essex County, Inc.: 32,712달러  

     Citizen Advocates, Inc. d/b/a North Star Industries: 67,400달러  

     Alcohol and Substance Abuse Council of Jefferson County, Inc. d/b/a 

Pivot: 34,897달러  

     Mountain View Prevention Services, Inc.: 44,162달러  

Seaway Valley Council for Alcohol/Substance Prevention Inc., 69,894달러  

  

서던 티어  

     Our Lady of Lourdes Memorial Hospital: 35,000달러  

     United Activities Unlimited, Inc.: 70,000달러  

     로체스터 교구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Diocese of 

Rochester) d/b/a 슈토이벤 카운티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Steuben County): 35,701달러  

     Family Service Society, Inc.: 70,000달러  

     Hornell Area Concern for Youth, Inc.: 3,500달러  

     Alcohol and Drug Council of Tompkins County, Inc.: 14,310달러  

  

웨스턴 뉴욕  

     Allegany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Inc: 27,004달러  

     Council on Addiction Recovery Services, Inc.: 69,054달러  

     차우토콰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협의회(Chautauqua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Council, CASAC): 70,000달러  

     EPIC - Every Person Influences Children: 45,000달러  

     Erie County Council for the Prevention of Alcohol and Substance Abuse, 

Inc. (이리 카운티 예방 협의회): 45,000달러  

     Preventionfocus, Inc.: 10,679달러  

     웨스트사이드 커뮤니티 서비스(West Side Community Services): 25,994달러  

     Western New York United Against Drug & Alcohol Abuse, Inc.: 21,825달러  

     Northpointe Council, Inc.: 70,000달러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주는 과잉복용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통해 국가 최고의 중독 

치료의 연속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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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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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OASAS) 치료 서비스 이용 

대시보드(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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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