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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헤로인 및 처방 아편 위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 전역에 태스크 포스를
투입한다고 발표

뉴욕주에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중독을 근절 시키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노력
추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헤로인과 아편 위기를 근절하도록 위임을
받은 주 전체 헤로인 태스크 포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회복 분야에서 의료 전문가, 마약
정책, 옹호, 교육, 부모 및 뉴욕시민의 폭 넓은 연대로 구성된 이 집단은 뉴욕주의 이전
노력을 토대로 뉴욕주 아편 전염병에 대처할 종합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태스크 포스 회원들은 권고 사항을 알리기 위해
뉴욕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지사 “아편 중독은 뉴욕 지역사회의 가정을 괴롭히는 지속적인 국가적
전염병이기에 뉴욕주는 이 위기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로인 태스크 포스는 전문가의 다양한 연합이 개발한 종합적 실천 계획과
함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이러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공공 보건을
보호하고, 주 전체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뉴욕 취약 계층의 생명을 구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구현하는 태스크 포스의 권고를 이용할 것입니다.”
헤로인 태스크 포스 공동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부지사 “헤로인과 아편에 의한 사망은
뉴욕주에서 비양심적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기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뉴욕의 가정을 대신하여 이와 맞서 싸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뉴욕주의
많은 생명을 앗아간 중독의 고리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헤로인 근절 법안에 서명,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뉴욕주에 걸쳐 치료 서비스의 이용 및 시설 강화, 신규 및
확장된 복구 서비스 시행, 공공 인식 및 예방 캠페인 시작, 뉴욕시민들을 대상으로 아편
사용의 위험 공지 등 헤로인과 아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일련의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3월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처방은 처방자부터 직접 약국까지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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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 걸쳐 처방 약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2012년
처음 시행된 뉴욕의 종합적 I-STOP 법의 일부입니다.
I-STOP은 처방자들이 스케줄 II, III, IV 통제 물질에 대해 처방전을 작성할 때는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레지스트리를 참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레지스트리는 환자에게
분배된 통제 물질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확실한 방법을 의사에게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처방 사기를 포함하여 처방약 전용 또는 남용의 잠재적 소스를
식별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뉴욕주는 위험한 통제 약물의 수집 및
재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New Jersey 주와 함께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PMP)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I-STOP은 “의사 쇼핑객” 즉 통제 물질 처방을 얻기 위해 여러 약사 및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를 3개월 기간 내에 90%나 감소시켰습니다.
과다 복용은 이제 뉴욕에서 우발적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뉴욕주는 승인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날록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3월부터 주정부의 DOH는 Harm Reduction Coalition과 공동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날록손을 처방할 수 있도록 뉴욕시의 자치구 밖에 있는 750여 개의
독립 약국에 의료 지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900여 명의 약사가 주 전역에
걸쳐 처방전 없이 날록손을 사용할 수 있게 한 2016년 1월 CVS와 Walgreens/Duane
Reade에 대한 주지사의 합의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과다 복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천여 명의 최초 대응반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훈련 시켰습니다. 2006년부터 뉴욕주 지역사회의 과다 복용 예방
및 날록손 유통 프로그램은 112,000여 명의 개인들을 훈련 시킨 225개 이상의 등록
프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3,500건 이상의 과다 복용 감소는 2015년 한 해 동안
1,500명의 생명을 구했고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총 8,424명의 사법 집행 공무원들은
2,639명의 강사를 포함하여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날록손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헤로인 태스크 포스는 뉴욕주의 이전 노력을 토대로 뉴욕의 아편 중독의 고리를
끊는 포괄적인 주 전체 계획을 확립할 것입니다. 특히, 이 태스크 포스는 헤로인과 아편
중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주 전역에 걸쳐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회복에 대한 이들의 대한 지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규명합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http://combatheroin.ny.gov/를 방문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의 태스크 포스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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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부지사, 공동의장
Arlene Gonzalez-Sanchez, NYS OASAS 위원, 공동의장
Maria Vullo, Acting NYS DFS교육감
Howard Zucker 박사, NYS DOH국장
Joshua Vinciguerra, NYS DOH, BNE(Bureau of Narcotic Enforcement) 책임자

•
•
•
•
•
•
•
•
•
•
•
•
•
•
•
•
•
•

Michael Green, NYS DCJS 집행 위원
Frank Kohler 중령, 헤로인/아편 책임자, 뉴욕주 경찰청
Tino Hernandez, Samaritan Village 회장
Daniel Raymond, Harm Reduction Coalition 정책 위원장
Charles Brack, United Healthcare 가정/동료 지원 전문가
Patrice Wallace-Moore, Arms Acres CEO
Michael McMahon, Richmond 카운티 지방검사
Adrienne Abbate, SI partnership for Community Wellness 전무 이사
Kym Laube, Human Understanding & Growth Services 전무 이사
Jeffrey Reynolds 박사, 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회장 겸 CEO
Anne Constantino, Horizon Health Services CEO
Cortney Lovell, Wrise Consulting 이사
Susan Salomone, Drug Crisis in Our Backyard 전무 이사
Patrick Seche,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중독 정신과 병리 이사
Jerald Woolfork, SUNY Oswego 내사과 VP
Tom O'Brien, Roxbury Schools 교육감
Terrence Murphy, NYS 상원의원
Linda Rosenthal, NYS 하원의원

NYS OASAS 국장 Arlene González-Sánche는 “중독과 싸우는 뉴욕시민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이용하고 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를 수립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의 업적은 이 전염병을 공격하는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NYS Health 국장 Howard Zucker 박사는
박사 “아편 중독은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국가적 위기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중독된 뉴욕시민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그의 최근 업적인 주 전역에 걸쳐 태스크 포스를 결성한 일은 중독된
시민들을 돕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Maria T. Vullo재무부
재무부 국장 대행은
대행 “약물 중독은 뉴욕주의 가정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주 전역 헤로인 태스크 포스 일원으로서, 본인은 영향을
받는 뉴욕시민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회복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개혁을 시행하고 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을 고안하는 건강 보험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Terence Murphy 상원의원은 “헤로인 및 처방 약물 남용은 뉴욕과 전국에 걸쳐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을 근절하고 더 많은 불필요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 태스크 포스의 시작은 올바른 조치이기에
뉴욕주에서 위험한 아편 악용 사례를 방지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합류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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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합니다.”
Linda Rosenthal 하원의원은 “아편 중독은 뉴욕의 어린이와 가정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뉴욕주는 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로인 태스크 포스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중요한 문제에 헌신한
그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조정 노력을
통해, 우리는 주 전체의 지역사회에서 예방 전략을 강화하고 뉴욕시민들이 중요한 치료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Richmond 카운티 지방검사 Michael McMahon은 “헤로인 및 처방 약물 위기는 뉴욕주
전역과 전국의 지역사회에 타격을 입힌 것처럼 매일 Staten Island 주민들의 삶을
앗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염병에 직면했다는 것은 세대의 도전과제이기에, 이
도전과제는 까다로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감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를 결성하여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힘써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Wrise Consulting 이사 Cortney Lovell은 “이 태스크 포스의 결성과 아편 근절을 위해
투쟁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대하여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해결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장기 회복 중에 있는 저는
이러한 노력의 일부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뉴욕시민들이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Horizon Health Services CEO인
인 Anne Constantino는 “이 태스크 포스를 결성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뉴욕시민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도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포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주지사의 좋은
업적을 토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뉴욕의 중독 치료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Drug Crisis in Our Backyard 전무 이사이자 자신의 아들을 잃은 부모인 Susan
Salomone은 “이 중요한 업적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이끈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독의 영향을 받은
한 부모로서, 이 태스크 포스가 약물 남용을 극복하고 길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열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의 헤로인 처방 아편 남용 치료 입원은 40%나 증가했습니다. Upstate
New York과 Long Island에서 아편 및 헤로인 중독에 대한 입원은 각각 94%와 117%씩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OASAS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헤로인 입원 건수는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35%나 증가했습니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 중 5%는
비의학적으로 처방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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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주민 또는 사랑하는 이들은 주의 HOPEline 1-877-8-HOPENY(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 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어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OASAS 병상 가용성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OASAS 인증 약물 사용 장애 치료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료 및 의료 보험 적용 범위
이용에 대한 도움말은 OASAS 웹 사이트의 치료 이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까운 날록손 과다 복용 치료 약물 교육을 찾으려면 OASAS 중독 치료 센터의 아편
과다 복용 예방 교육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중독 경고 징후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친 테이블 툴 키트를 포함하여 헤로인 및
처방 아편유사제의 오용을 해결하기 위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combatheroin.ny.gov를 방문하십시오. 미성년 음주 또는 마약 사용의 예방에 대해
젊은 이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추가 도구를 원하시면 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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