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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취약 계층 뉴욕 주민을 위한 중독 서비스 지원에 1,025만 달러 지원 

기금 발표  

  

연방 지원금은 뉴욕주 전역에서 이동식 진료소 구성 지원  

  

뉴욕시,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거리 자원봉사 서비스 지원을 위해 15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 지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연방 자금 1,025만 달러를 활용해 뉴욕 전역의 취약 계층 및 

고위험군 대상 위험 완화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중독서비스 및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은 575만 

달러를 확보하여 이동식 진료소를 구성하고 450만 달러를 15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지원하여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에게 다가가는 거리 자원봉사 팀을 

운영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한편, 주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를 좀먹고 있는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금 1,025만 달러는 뉴욕 주민에게 

중독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Chinazo Cunningham 뉴욕주 중독서비스 및 지원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과 목표는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OASAS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힉 진료소 및 거리 지원 노력을 통해 우리는 고위험군에 

다가가고 더욱 많은 사람을 만나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동식 진료소  

  

모든 이동 진료소는 입원 평가, 치료 진단, 약품 치료, 약물 검사, 기타 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식 진료소의 개발은 미국 마약단속국(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규정 변경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기존 진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진료소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연방 주 오피오이드 대응 보조금(State Opioid Response 

Grant)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보조금은 정신 위생 연구 재단(Research Foundation for 

Mental Hygiene)과 OASAS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이동식 진료소 설치를 위해 각 550,000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뉴욕시  

• PROMESA, Inc. (브롱크스)  

• PROMESA, Inc. (킹스)  

• West Midtown Management Group, Inc., DBA West Midtown Medical 
Group  

  

웨스턴 뉴욕  

• PROMESA, Inc. (셔터쿼)  

• PROMESA, Inc. (이리)  

  

미드 허드슨  

• Cornerstone Family Healthcare  
  

다음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동식 의료팀 구성을 위해 350,000 달러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미 동일한 이니셔티브를 위해 올해 200,000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수도권 지역  

• PROMESA, Inc.  
  

센트럴 뉴욕  

• Helio Health, Inc.  
  

핑거 레이크스  

• Strong Memorial Hospital  
  

모호크 밸리  

• Helio Health, Inc.  
  

뉴욕시  

• Vocational Instruction Project (VIP) Community Services, Inc.  
  

노스 컨트리  

• Credo Community Center for the Treatment of Addictions, Inc.  
  



서던 티어  

• Ithaca Alpha House Center Inc. DBA Cayuga Addiction Recovery Services  
  

웨스턴 뉴욕  

• BestSelf Behavioral Health, Inc.  
  

거리 지원  

  

이동식 진료소 외에도 연방 지원은 할렘, 웨스트 미드타운, 로어 이스트 사이드, 뉴욕시 

브롱크스 지역을 비롯해 서던 티어와 모호크 밸리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위험 완화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 인력은 

공원과 노숙자 밀집 구역 등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날록손을 배포 및 처방하며 안전한 성생활과 성병 관리에 대해 알리며 기타 

서비스에 대해 공유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전역에서 위험 완화를 위해 OASAS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위험 완화에는 오피오이드 남용 질환에 대한 치료약 접근성 개선, 

기타 의료 서비스, 동료 지원 서비스,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타 서비스 

추천 등이 포함됩니다.  

  

자원봉사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조금은 연방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블록 

보조금(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Block Grant)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없자는 최대 250,000 달러,두 곳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최대 400,000 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업자:  

  

뉴욕시  

• Promesa Inc.  

• BOOM! 건강  

• Bowery Residents Committee, Inc.  
• National Harm Reduction Coalition  
• Upper Manhattan Mental Health Center  

•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  

• Odyssey House  
• Samaritan Daytop Village  
• St. Ann's Corner of Harm Reduction  
• Vocational Instruction Project Community Services, Inc.  

  

두 곳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업자:  

  

뉴욕시  

• Exponents, Inc.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asas.ny.gov%2Fharm-reductio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c3b8bebc5b74041d95308da95a1f94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868201567226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n0Ogp4U7p%2B4rlJcyXytbCRwmVeJwolslFdCgXulS7U%3D&reserved=0


• Harlem United Community AIDS Center  
• OnPoint NYC  
• Services for the Underserved, Inc.  

  

서던 티어/모호크 밸리  

• The REACH Project, Inc.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피오이드 사태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금 지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전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많은 개입, 

예방, 치료, 회복 등 중독의 악순환에 다시 빠지지 않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의 자금 지원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구제 법안에 중독 서비스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게 위해 

노력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펜타닐 및 오피오이드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 이유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 년간, 남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핵심이 빠져있었습니다.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독 치료법(Mainstreaming Addiction Treatment Act) 및 메디케이드 

재진입법(Medicaid Reentry Act), 연방 약물 남용 예방 치료 블록 지원금(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Block Grant) 등 주요 법안을 통해 소외 인구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치료와 지원 위험 완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저는 우리 뉴욕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조치를 제공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뉴욕주는 과잉복용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및 유해 감소 서비스를 통해 국가 최고의 중독 치료의 

연속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뉴욕은 위기관리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주거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족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제공, 이동 치료, 교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헤로인 및 아편유사제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Heroin and 

Opioid Task Force)의 일원이었으며 이 태스크포스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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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운영 중이며,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과 더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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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을 발송하여 

CHAMP 헬프라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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