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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에 750만 달러 지원 발표  

   

보조금을 활용해 부프레노르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뉴욕주 오피오이트 합의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  

   

치명적인 과용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뉴욕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치료 

프로그램이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에 대응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부프레노르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75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독서비스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가 집행하는 

보조금은 가장 먼저 뉴욕주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Opioid Settlement Fund)을 

화로용하여 오피오이드 사용 질환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최대 15개를 마련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이 오피오이드 남용 및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을 통한 이번 자금 지원은 약물 사용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의 접근성을 

증대하고 뉴욕주의 오피오이드 사태를 전환할 것입니다."   

  

기금은 주 전역의 프로그램 15개에 최대 500,000 달러를 제공하여 부프레노르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OASAS 인가를 받은 치료 서비스 제공자,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운영 클리닉, 병원, 주사 서비스 프로그램, 위험 

완화 프로그램 등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프레노르핀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오피오이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만,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치료 시작과 지속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결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일 즉시 부프레노르핀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asas.ny.gov%2Frfa%2Fcomprehensive-low-threshold-buprenorphine&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87d13a561cd4d3de70408dafb17134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9837377747207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8w4vohaP5XGNI49%2F%2Bg8L1m4nFJ%2Bn18U%2BfTkLdWknXI%3D&reserved=0


뉴욕주 중독서비스 지원청 커미셔너인 Chinazo Cunningham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당일 치료, 편견 없는 접근, 처방 의약품의 유연한 

사용, 다양한 지역에서 의약품 접근성 증대 등 위험 완화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의 인구와 지역사회가 오피오이드 남용 질환 치료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OASAS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주는 오피오이드 제조사와의 다양한 합의로 20억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일부는 직접 지자체에 지급되었고, 잔액은 전용 기금에 귀속되어 오피오이드 

사태 대응을 위한 예방, 치료, 회복, 위험 완화, 교육 노력을 지원합니다.   

  

전용 기금을 설립한 법안에 따라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 자문 위원회(Opioid Settlement 

Fund Advisory Board)를 창설하여 합의금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11월 1일 첫 번째 공개안을 제시했으며, 위험 완화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뉴욕은 2021년부터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약물 

남용 사망의 대부분이 펜타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오이드로 인한 남용 사망이 4,766명으로 작년보다 14% 증가.  

•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응급외래환자가 10,430명으로 작년보다 12.6% 증가.  

• 응급의학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s)의 날록손 처방이 19,139건으로 

작년보다 1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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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의 오피오이드 치료 

기관으로서 OASAS는 중독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연방 공조를 조율하고 합의 기금 

사용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에 포함된 기금이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 걸쳐 오피오이드 남용과 의존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해 물질 감소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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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여 1차 치료, 교정, 위험 완화, 응급실, 공공 안전 

등을 강화하는 지역 보건부 이니셔티브(Local Health Department Initiative)를 비롯해, 

900개 이상의 등록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health.ny.gov%2Fpress%2Freleases%2F2023%2F2023_01-17_opioid_quarterly_report.htm&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87d13a561cd4d3de70408dafb17134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9837377747207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rWV4aRPoAR%2BKJ3D6CCphPLYIZAsgWHAREvId0vgM28%3D&reserved=0


John McDonald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의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자 뉴욕 주민으로서 

보건부는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가 시정방침에서 제안한 기관간 접근법에 박수를 보냅니다. 따라서 보건부는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기타 매체를 통해 뉴욕 주민에게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남용의 징후를 인지하고 오피오이드 남용 예방 

프로그램(Opioid Overdose Prevention Program)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건부는 주 전역에서 날록손 처방을 진행할 것입니다."  

 

위독/해독, 입원, 주거 및 통원 치료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는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 또는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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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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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indaddictiontreatment.ny.gov%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87d13a561cd4d3de70408dafb17134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9837377747207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CnA0XxxaYVnH0CzVpOKFEAlhopnmoV5%2FVAA1sXTD0w%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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