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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오피오이드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 

제공   

   

2023년 회계연도의 제정된 예산,  예방, 치료 및 복구 서비스에 역사적인 자금 제공   
   

Opioid Settlement Advisory Board 위원 임명 및 회의 개최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련한 업데이트 정보를 뉴욕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해 107,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신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DC에 의해 공개된 수치는 뉴욕주와 그 이상의 

주에 걸쳐 가족과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면서 오피오이드 전염병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우리 행정부는 뉴욕 시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자원, 서비스, 그리고 

보살핌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이 공중 보건 위기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취임 후 주지사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OASAS)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이자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전문가인 Chinazo Cunningham 박사를 임명한 이래, 주지사는 주의 중독 서비스 

시스템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의 커미셔너인 Chinazo Cunningham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예방, 치료, 회복, 유해 감소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보장하는 의제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Hochul 주지사님께서 저를 임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가족을 지원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OASAS는 매년 약 1,700개의 예방, 치료, 유해 감소 및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큰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시스템 중 하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680,000명이 넘는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ASAS는 중독 서비스 

분야에서 주-연방 관계에 대한 업무를 조율하도록 지정된 주정부 기관이자, 주정부 

오피오이드 치료 기관이며, 오피오이드 해결 기금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금이 

예산에 배정된 예산은 지정된 목적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커미셔너 Mary T. Bassett 박사와 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 걸쳐 오피오이드 남용과 

의존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해 물질 감소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뿐만 아니라, 동정심 있는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에서 구축하기 위해 주 전역에 있는 파트너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약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증거 기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증대된 자금 지원 및 다양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면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Peter Harckham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 전체의 약물 과다 복용 

위기를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Hochul 주지사와 주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육, 예방, 치료, 회복 및 위해 감소와 관련된 증거 기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Phil Ste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위원회는 오피오이드 해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조화한 

오피오이드 결제기금을 조성한 역사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이 자금이 현재 수준의 NYS 

자금을 대체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오피오이드 결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이 위원회에 약물 남용 장애 및 동시 발생 정신 질환에 대한 개인적 

또는 전문적 경험이 있는 개인 외에도 약물 남용  장애, 피해 감소, 형사 사법 및 마약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추가 자금 지원이 오피오이드 전염병에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학습된 경험의 관점에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이사회의 많은 임명자들과 직접 일해왔으며 이 중요한 

기금에 대한 그들의 책임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OASAS와 주 보건부에 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의 첫 번째 주정부 예산에는 인력과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을 지원하고 주 전체에 

걸쳐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가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ealth.ny.gov%2Fpress%2Freleases%2F2022%2F2022-04-04_qtr_opioid_report.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cbb5ca3e5fc4aead4f608da37722d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2609064989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aTY0eSqtvMIPWZucLzlR9NxfiJ0nKeJj12lQVwOPjs%3D&reserved=0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예산은 차량 및 원격 의료 장비 추가, 더 많은 개인을 

서비스에 참여시키기 위한 유해 방지 서비스 및 증거 기반 지역사회 개입 개발을 

포함하는 모바일 메타돈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액세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서는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 8,450만 달러의 오피오이드 해결 기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개인이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선함으로써 주 전체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주정부 예산은 위해 감소, 지역사회 기반 

예방 및 복구 프로그램에 중요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 예산은 공중 보건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5년 동안 Opioid Steardship Fund에서 2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기관 간의 

노력은 OASAS와 DOH에 의해 조율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 시민들이 

오피오이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과다복용의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한 개인들을 위해 고안된 유해 감소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주지사의 주도 하에, Cunningham 커미셔너는 또한 연방 기금 지원을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7,8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 SAPT 블록 보조금 기금이 중독 인력 강화,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안정화, 

예방 인프라 개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복구 

프로그래밍 강화, 전통적인 주택 창출, 보다 포괄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인 협력 증진 같은 지원 노력에 투입되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State Opioid Response Grants의 두 번째 라운드를 시행하고 있는 두 

번째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증거 기반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거리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차적이고 행동적인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Health Hubs를 지원하고, 공공 인식 캠페인을 발전시키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을 지원하도록 회복 커뮤니티 봉사 

센터(Recovery Community Outreach Center)에 기금을 제공하는 데 총 5,6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보건부는 주 전체에서 오피오이드 사용과 의존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 

보고를 포함하여 지역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카운티 수준 데이터를 수집 및 

게시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양질의 치료, 교육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파트너와 조직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역 치료 

및 피해 감소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전자 추천 시스템인 New York MATTERS, 뉴욕시 

외부에서 과다복용률이 가장 높은 24개 카운티 보건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지역 보건부 

이니셔티브(Local Health Department Initiative) 그리고 비의료인이 오피오이드 과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ealth.ny.gov%2Fstatistics%2Fopioid%2Fdata%2Fpdf%2Fnys_apr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cbb5ca3e5fc4aead4f608da37722d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2609064989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SPhydMo4DHNLCnbK%2F2Pw6xdTUl0eXjzp0yX3QRLMq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ealth.ny.gov%2Fstatistics%2Fopioid%2Fdata%2Fpdf%2Fnys_apr22.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cbb5ca3e5fc4aead4f608da37722d5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32609064989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SPhydMo4DHNLCnbK%2F2Pw6xdTUl0eXjzp0yX3QRLMqY%3D&reserved=0


복용을 인식하고 911에 전화하고 무료로 제공된 날록손을 투여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주최하는 900개의 등록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보건부의 날록손 공동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Naloxone Co-payment 

Assistance Program, N-CAP)을 통해 처방약 보장을 받은 참가자는 의료 보험의 

일부로 최대 40달러의 공동 부담금을 보장받으므로 현금 지급 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나 

절감됩니다. 약물을 사용하고 과다 복용에 취약한 뉴욕 시민들에게 나록손의 유통을 

주도하는 뉴욕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혁신의 최전선에서, 주 정부는 주 전역에 

81개 이상의 사이트를 가진 25개의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Syringe Exchange 

Programs, SEP) 추진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부프레노르핀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고, 안전 계획을 세우고, 참가자들에게 

나록손을 공급함으로써 과다 복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해소하기 주지사의 최근 노력에는 오피오이드 해결 

자문위원회(Opioid Settlement Advisory Board)가 구성되고 위원들이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올버니에서 6월 14일과 2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오피오이드 해결 기금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곧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공청회법(Public Meetings Law)에 따라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는 OASAS, 정신보건국, 보건부, 예산부 대표와 17명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포함됩니다. 임명된 커뮤니티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Lawrence S. Brown, MD     

Anne Constantino     

Stephen Giordano, PhD   

Avi Israel   

Suzanne G. Lavigne        

Ashley Livingston     

Joshua J. Lynch   

Stephanie Marquesano   

Cheryll Moore   

Debra Pantin   

Carmen Rivera   

Joyce Rivera   

Tisha M. Smith, EdD        

Dr. Ashwin Vasan     

Justine Waldman, MD       

Kevin Watkins       

   

추가 약속은 보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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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시민들은  여기 페이지에서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주 보건부의 최근 

노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카운티 차원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opioidprevention@health.ny.gov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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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