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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중독을 위한 봉사 및 참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375만 달러 지원 

계획 발표  

  

취약 및 소외 계층에 다가갈 수 있도록 거리 지원 서비스 확대  

  

뉴욕의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을 통해 시행되는 최신 이니셔티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취약 계층의 중독 지원 서비스 및 기타 보건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및 참여 서비스 확충을 위해 최대 375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State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가 집행하는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오피오이드 합의 기금(New York 

State Opioid Settlement Fund)을 통한 가장 최신의 지원이며, 특히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서비스 수요가 높은 인구 계층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 특히 중독 서비스 및 지원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서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거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외 계층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 자금 지원 계획릉 통해 거리 지원 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12개 선정자에게 각 

250,000 달러를 지급합니다. 또한 뉴욕시 다섯 개 카운티 외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 10개에 각 75,000 달러를 지급하여 이들이 지원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 구매 비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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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실시하고 날록손을 배포하며 기타 용품을 지원합니다. 방문한 지원 직원들은 

또한 추가 지원 기회를 확인하여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  

  

OASAS는 현재 뉴욕, 브롱크스, 리치몬드, 이리, 먼로, 설리반, 톰킨스, 올버니 카운티 

등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자 20개에 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의 

목표는 킹스 카운티와 퀸즈 카운티에 각각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 뉴욕시 외곽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자 10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OASAS 및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 병원, 주사 서비스 프로그램, 약물 사용자 보건 허브, 연방 자격을 취득한 보건 

센터 등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inazo Cunningham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며 

이들이 어디에서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과거 성과를 거두었고, 서비스가 주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n Sullivan 정신보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남용 치료 수요가 

높지만 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OASAS가 

시행하는 자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원 노력을 강화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OASAS의 동료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James McDonald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용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뉴욕주는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면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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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목적입니다."  

  

뉴욕주는 Letitia James 법무장관이 확보한 오피오이드 제조업체 및 제약회사들과의 

각종 분쟁해결 합의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의 일부는 직접 

지자체에 지급되었고, 잔액은 전용 기금에 귀속되어 오피오이드 사태 대응을 위한 예방, 

치료, 회복, 위험 완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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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및 

치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뉴욕은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약물 남용 

사망의 대부분이 펜타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에 대한 보건부의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과잉복용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피해 완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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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asas.ny.gov%2Frfa%2Fstreet-outreach-and-engagemen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fa20fd0ee7493798af08db20022e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89659753695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Rx006ugg6C2EigCLaNOLFKQGzMM784R6ymxG208mM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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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fa20fd0ee7493798af08db20022e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89659753695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ZYoQ2YQFrstSg6l9eGh75METpdLpB2biNJ%2F5S7xU1s%3D&reserved=0


 

Hochul 주지사는 2016년에 뉴욕주 헤로인 및 아편유사제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Heroin and Opioid Task For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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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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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buds@oasas.ny.gov 이메일을 발송하여 CHAMP 헬프라인에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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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fa20fd0ee7493798af08db20022e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89659753695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qHqC%2BzSKJBON8DtPx50JbYEMsHPTVZB5BhZUQs5V%2F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asas.ny.gov%2Ftreatmen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fa20fd0ee7493798af08db20022e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89659753695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Vd4cBWScbG8hQUh4BV%2B%2Fw466lDdOgYBK9a3v6JnYj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asas.ny.gov%2Ftreatmen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dfa20fd0ee7493798af08db20022e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3896597536953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Vd4cBWScbG8hQUh4BV%2B%2Fw466lDdOgYBK9a3v6JnYjk%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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