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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헤로인과헤로인과헤로인과헤로인과 아편아편아편아편 위기에위기에위기에위기에 맞서맞서맞서맞서 획기적인획기적인획기적인획기적인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  

 

포괄적포괄적포괄적포괄적 입법입법입법입법 패키지패키지패키지패키지, 아편아편아편아편 처방을처방을처방을처방을 30일에서일에서일에서일에서 7일로일로일로일로 제한하고제한하고제한하고제한하고, 중독의중독의중독의중독의 흐름을흐름을흐름을흐름을 끊기끊기끊기끊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통증관리에통증관리에통증관리에통증관리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의무적인의무적인의무적인의무적인 처방자처방자처방자처방자 교육을교육을교육을교육을 요구하며요구하며요구하며요구하며, 치료에치료에치료에치료에 부담스런부담스런부담스런부담스런 보험보험보험보험 장벽을장벽을장벽을장벽을 

제거하다제거하다제거하다제거하다 

 

치료치료치료치료 중인중인중인중인 뉴욕주민들에뉴욕주민들에뉴욕주민들에뉴욕주민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 치료치료치료치료 병상을병상을병상을병상을 270개로개로개로개로 증대하며증대하며증대하며증대하며,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약물약물약물약물 사용사용사용사용 장애를장애를장애를장애를 위해위해위해위해 2,335개의개의개의개의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슬롯을슬롯을슬롯을슬롯을 추가하다추가하다추가하다추가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헤로인과 아편 위기에 맞서기 위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포괄적인 패키지 법안은 2016년도 입법 회기의 

일부로 통과되었고, 치료 접근성 증대, 커뮤니티 예방 전략 확대 그리고 뉴욕에서의 아편 

과처방 제한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남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주지사의 헤로인 

및 아편 태스크 포스가 확인한 여러 건의 우수 사례와 권고사항이 담겨 있으며, 헤로인과 

아편 중독 주기를 깨고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광범위한 입법안에 서명한 후 뉴욕주를 돌아다니면서 

위기의 진앙지들과 버팔로, 롱아일랜드 및 Staten Island에서 열리는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뉴욕은 헤로인과 아편 중독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우리는 

이 전염병과도 같이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가족과 

커뮤니티들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전염병을 막고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드는 데 노고와 헌신을 

기울여주신 상하 양원에 감사 드립니다."  

 

John J. Flanagan 상원상원상원상원 대표는대표는대표는대표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헤로인과 아편 남용으로 일상의 

삶이 없어지고 가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약 2년 

전에 헤로인과 아편 남용 합동태스크포스를 결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멋진 활동으로 

수많은 법이 통과되었고, 2016-17년도 예산에 1억8,900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상원 공동의장인 Terrence Murphy, Robert Ortt, George Amedore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권고안들이 이 새 법안에 통합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중독을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치료 중인 분들을 지원하고, 뉴욕주에서 아편 

남용과 싸우는 커뮤니티에 희망을 선사해주신 주지사와 입법부 내 동료분들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겪으신 부모와 가정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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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Heastie 하원의장은하원의장은하원의장은하원의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아편 중독 및 이와 관련된 사망은 뉴욕주의 

모든 커뮤니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다수당은 이번 입법 회기에 

이처럼 끊임 없이 발생하는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중독으로 잃는 황망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Jeffrey Klein 상원상원상원상원 독립독립독립독립 민주회민주회민주회민주회 의장은의장은의장은의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헤로인과 아편 중독은 삶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입법자로서 이런 재앙과 싸우고 뉴욕주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멋진 리더십과 함께 이처럼 생명을 

구하고 삶을 바꾸는 패키지를 법으로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상원상원상원 민주당민주당민주당민주당 원내총무는원내총무는원내총무는원내총무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40년에 걸친 

잘못된 정책 이후 뉴욕은 마침내 고비를 넘기고 헤로인과 아편 위기를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주정부가 이 위기와 싸우고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뉴욕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힘써주었습니다. 뉴욕이 헤로인과 아편 전염병을 보다 잘 대처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모범이 됨에 따라 Cuomo 주지사를 지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생명을 구하는 남용 전환 약물 접근을 늘리는 조치, 아편 처방을 

30일에서 7일로 제한하는 법규, 그리고 모든 의사와 처방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포함해 뉴욕주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헤로인과 아편 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입원환자입원환자입원환자입원환자 치료치료치료치료 및및및및 약물약물약물약물 이용이용이용이용 시시시시 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 부담되는부담되는부담되는부담되는 장벽을장벽을장벽을장벽을 없애줄없애줄없애줄없애줄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사전사전사전사전 보험보험보험보험 승인제를승인제를승인제를승인제를 종식시종식시종식시종식시켜켜켜켜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치료가치료가치료가치료가 필요하는필요하는필요하는필요하는 한한한한 즉시즉시즉시즉시 입원환자를입원환자를입원환자를입원환자를 치료할치료할치료할치료할 수수수수 

있게있게있게있게 해줄해줄해줄해줄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치료 서비스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보험사의 사전 승인 요건이 종종 입원환자 프로그램의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입원환자 서비스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약물사용평가를 치료 시작일로부터 첫 14일 이후에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환자들이 최소 2주 간은 보험회사가 관여하기 전에 아무런 중단 없이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전사전사전사전 보험보험보험보험 승인제를승인제를승인제를승인제를 종식시켜종식시켜종식시켜종식시켜 마약마약마약마약 치료치료치료치료 약물약물약물약물 이용을이용을이용을이용을 더욱더욱더욱더욱 크게크게크게크게 허용할허용할허용할허용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금단 

증상을 관리하고 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을 찾는 사람들은 자주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약품을 받는 일이 느려지거나 중단됩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약물을 긴급 공급해야 할 때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부프레노르핀과 주사 가능한 날트렉손을 

찾는 Medicaid 이용자들을 치료하는기관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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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모든모든모든 보험회사들에게보험회사들에게보험회사들에게보험회사들에게 객관적인객관적인객관적인객관적인 주주주주 승인승인승인승인 기준을기준을기준을기준을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하여하여하여하여 약물약물약물약물 남용으로남용으로남용으로남용으로 고통고통고통고통 

받는받는받는받는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치료치료치료치료 레벨을레벨을레벨을레벨을 결정할결정할결정할결정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흔히 일관성이 취약한 

기준을 사용하여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장성 치료 레벨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치료를 받는 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에게 모든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보장성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인 주 승인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  아편아편아편아편 남용남용남용남용-전환전환전환전환 약물의약물의약물의약물의 보험보험보험보험 보장을보장을보장을보장을 명령할명령할명령할명령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낼럭손은 헤로인이나 아편 

남용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약물로 현재까지 수천 명의 뉴욕주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약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 법안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아편 중독자에게 그리고 같은 보험에 가입된 가족들에게 낼럭손을 처방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독중독중독중독 치료치료치료치료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개선할개선할개선할개선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마약으로마약으로마약으로마약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 생활을생활을생활을생활을 하지하지하지하지 못하는못하는못하는못하는 사람들에사람들에사람들에사람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평가를평가를평가를평가를 48시간에서시간에서시간에서시간에서 

72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늘릴늘릴늘릴늘릴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가끔씩,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마약 남용의 위험에 

빠져 스스로에게 위협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독자가 안정을 취하고 보다 

오랜 중독 치료 옵션을 연결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개인권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 중독자 가족을 위해 현재의 48시간에서 

늘어난 72시간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병원들에게병원들에게병원들에게병원들에게 중독중독중독중독 환자환자환자환자 퇴원퇴원퇴원퇴원 시시시시 개인에게개인에게개인에게개인에게 후속후속후속후속 치료치료치료치료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옵션을옵션을옵션을옵션을 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 할할할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병원은 중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자주 마약 과다복용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합니다. 이 법안은 병원 의료진들에게 퇴원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 사용 장애가 있거나 이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놓인 

환자들을 가까운 치료 옵션과 연결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숙련된숙련된숙련된숙련된 전문의가전문의가전문의가전문의가 생명을생명을생명을생명을 구하는구하는구하는구하는 남용남용남용남용-전환전환전환전환 약물을약물을약물을약물을 투여할투여할투여할투여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할할할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낼럭손과 같은 남용-전환 약물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법은 현재 일부 면허가 있는 

전문의에게 이 약물을 헤로인과 아편 과다복용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다복용을 반대로 전환하게 도울 수 있도록 새 법안은 

숙련된 전문의에게 전문의 면허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응급 상황시 낼럭손 투여를 

승인하였습니다. 

 

• 장기장기장기장기 회복을회복을회복을회복을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포괄적인포괄적인포괄적인포괄적인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확대할확대할확대할확대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치료를 관두는 

사람들은 재발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법안은 2014년에 시작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교육 및 취업 자원, 법률 서비스, 

사회복지, 교통 지원, 아동케어 서비스, 동료 지원 그룹을 포함한 서비스를 치료를 끝내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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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예방예방예방예방 전략을전략을전략을전략을 강화할강화할강화할강화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아편아편아편아편 처방처방처방처방 기간을기간을기간을기간을 30일에서일에서일에서일에서 7일로일로일로일로 줄일줄일줄일줄일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아편 처방의 증가와 현재의 헤로인 

위기 간에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편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을 줄이기 위해서 

본 법안은 심한 통증 시 아편 처방 제한 기간을 30일분에서 7일분으로 낮추고, 만성 

통증과 기타 상황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모든모든모든모든 의사의사의사의사 및및및및 처방자드에게처방자드에게처방자드에게처방자드에게 중독중독중독중독 및및및및 통증통증통증통증 관리에관리에관리에관리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교육을교육을교육을교육을 요구할요구할요구할요구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의사들과 기타 아편 처방자들은 처방약 아편의 남용과 관련된 중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처방자들이 처방약 아편이 제기하는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법안은 이러한 보건전문의들이 3년마다 중독, 통증 관리 및 고통 완화 처리에 

대한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약사들에게약사들에게약사들에게약사들에게 약물약물약물약물 중독중독중독중독 및및및및 남용남용남용남용 관련관련관련관련 위험성에위험성에위험성에위험성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알기알기알기알기 쉽게쉽게쉽게쉽게 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 지시할지시할지시할지시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처방약 아편으로 발생하는 중독과 남용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법안은 

약사들에게 국부 치료 서비스 정보를 포함해서 중독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이이이 전염병을전염병을전염병을전염병을 물리치고물리치고물리치고물리치고 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 추가추가추가추가 보호장치를보호장치를보호장치를보호장치를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약물남용약물남용약물남용약물남용 

및및및및 처방에처방에처방에처방에 관한관한관한관한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수집을수집을수집을수집을 요구할요구할요구할요구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현재의 데이터와 정확한 데이터는 

헤로인과 아편 위기에 대처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편 전환 약물의 과용과 사용에 

관한 주 단위 데이터에는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본 법안은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에게 아편 오남용 및 오남용-전환 약물 사용에 관한 카운티 

단위의 데이터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처음부터 이러한 

노력이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큰 

인적 피해 비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에서 포럼을 열어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이들 잃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몰랐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헤로인과 아편 전염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에 나섰습니다.” 

 

Buffalo의의의의 Byron Brown시장은시장은시장은시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와 미국의 다른 시들처럼, 

Buffalo는 헤로인과 아편 약물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울림을 제일먼저 

목격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본 법안은 에방과 치료로 이를 도와줄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헤로인과 아편 중독의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이처럼 상식적인 

조치로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 입법부 및 우리의 현지 대표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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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arlucci 주주주주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이 위치와 싸우는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주에서 가장 시급한 우려사항 중 하나인 헤로인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제안을 위해 싸운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본 입법 패키지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켜줄 것이고, 저의 입법과 함께 

뉴욕주를 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낼럭손을 살수 있게 한 미국 첫 번째 주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 이처럼 엄청난 일로 피해를 입는 가족들에 관한 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로 리더십을 보여준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Tim Kennedy주주주주 상원상원상원상원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아편 위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은 웨스턴 뉴욕주민들을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Kennedy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재앙으로 젊은 생명들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이 약물이 중독성이 너무 크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뉴욕주는 하나의 주로서 이러한 사고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 

법안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구하고 한 명 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땅에 

묻는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법은 그만한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 이르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준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시간을 쏟아 치료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인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미 삶의 가망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Terrence Murphy주주주주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이 충격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 법안은 아편 처방을 제한하고 치료을 위한 

보험장벽을 제거하며 회복 중에 있는 뉴욕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헤로인 중독을 

물리치고 이처럼 치명적인 전염병의 트랜드를 바꿔넣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태스크포스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을 가꾸기 위한 주지사의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이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단계의 길에 올라서게 하고 뉴욕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Diane J. Savino 주주주주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편 남용과 중독 위기에 대처하는 데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제 동료인 입법부 리더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 끔찍한 전염병을 

물리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법안 패키지 덕분에 마침내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피해가 가장 큰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Michael Cusick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보로, 시, 주가 계속해서 

헤로인과 아편 위기에 맞서싸우고 있음에 따라 오늘 서명된 법안은 이 전염병의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보험 

장벽을 없애고 과다복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퇴원 계획을 짜고 아편 처방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Cuomo 주지사의 헤로인 & 아편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모든 권고안은 

이 끔찍한 사용 및 남용의 제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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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 소속 위원,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난 5월 우리 커뮤니티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Mount Loretto의 태스크포스 미팅에 참석해준 수많은 Staten Island 

주민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Shelley Mayer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헤로인과 아편 전염병입니다. 올해의 아편 

과다복용 입법 패키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지원합니다. 제가 

Carlucci 상원의원과 함께 후원하는 법안(A9078-B/S6346-B)은 처방전 없이 뉴욕주의 

약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마약 과다복용 치료인 낼럭손의 이용을 증대시켜줄 것입니다. 

아편 과다복용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낼럭손 투여를 받고 이 투여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과다복용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전염병에 이처럼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제 동료 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 겸겸겸겸 알코올리즘알코올리즘알코올리즘알코올리즘 치치치치 마약마약마약마약 남용남용남용남용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Linda B. Rosenthal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헤로인과 아편 중독이라는 점차 커지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계획은 보험회사가 만든 요식적인 장애와 같은 치료 장볍을 

제거하고 의사들에게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통제 약물을 처방하는 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해성 감소라는 검증된 방법 자원에 집중하고, 포괄적이고 

도움이 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상이되는 예방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일에 계속 전념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독을 둘러싼 태도를 바꾸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공동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해주신 주지사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편과 헤로인 과다복용 전염병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Sean Ryan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난 2월, 저는 의사 교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뉴욕의 헤로인 및 아편 전염병과 싸우는 포괄적인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괄적 플랜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여기에는 

중독, 통증 관리, 말기 환자 간호 분야에서 지속적인 의사 교육을 명령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은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 교육을 개선하여 문제의 

원인에 도달했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아편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막는 일헤 힘쓰고 

있습니다. 이 법은 뉴욕주로써는 큰 도약입니다. 이 공중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요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Crystal Peoples-Stokes 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주의회의원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헤로인과 아편 남용은 

창의적이면서 대체가능한 솔루션을 요구하는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주지사의 헤로인 

및 아편 태스크포스의 결과 덕분에 제 동료들과 제가 검토하고 패키지로 투표할 

권고안이 아주 많았습니다. Cuomo 주지사, 태스크포스, 정부 내 제 동료분들, 그리고 

특히 이들에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 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의견을 제공해주신 전문의와 가족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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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Steve Bellone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포괄적 법안은 헤로인과 

아편 남용을 저지하고 이 끔찍한 전염병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에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는 치료 접근성을 늘리고, 불필요한 

보험 장벽을 제거하며 낼럭손의 광범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뉴욕주민들을 위해 힘쓰고 

수많은 가족들, 옹호자들 및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 Flanagan 상원의원 및 Heastie 하원의장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법안은 중독 주기를 깨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ý 

 

Nassau 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 Edward P. Mangan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치료를 보다 

폭넓게 이용하고,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생명을 구하는 과다복용 전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 마약 남용과의 전쟁을 지원하는 만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알코올리즘알코올리즘알코올리즘알코올리즘 및및및및 약물약물약물약물 남용남용남용남용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사무국사무국사무국사무국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Arlene González-Sánchez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알코올리즘 및 약물 사용 장애 기관의 커미셔너로서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를 헤로인과 아편 태스크포스의 공동 리더로서 Kathy Hochul 

부지사와 함께 다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함께 

뉴욕주민들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들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상하 양원은 뉴욕주 전역에서 권고사항을 들은 후 재빨리 이 역사적인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본 법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중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독 치료와의 견고한 연결이 설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본 법안들은 중독과 싸우고 있는 뉴욕주민들을 위해 우리의 케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앞으로도 성원할 것입니다. 저는 본 입법 패키지가 

앞으로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Maria T. Vullo 재무서비스부재무서비스부재무서비스부재무서비스부 부장부장부장부장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부는 입원환자 치료 시 

보험회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입원환자 치료 시 보험 보장을 

결정짓는데 뉴욕주 승인 기준을 없애는 식으로 이 획기적인 법률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의 아편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 될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저는 Cuomo 주지사의 아편 및 헤로인 태스크포스의 일부로 활동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가 서명하는 법안은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마약 중독의 

고민을 덜어줄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의 헤로인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고 아편 전염병과 

싸우며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일조한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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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을중독을중독을중독을 물리치기물리치기물리치기물리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2017 회계연도 예산은 뉴욕주 알코올리즘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사무국을 통해서 거의 

2억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주 지출에서 82%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투자에는 약 8,000개의 병상을 대상으로 한 카운셀링과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요양치료 

병상에 6,600만 달러, 요양시설 및 외래환자를 배경으로 대략 12,000명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마련된 약물 지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3,800만 달러, 뉴욕주 운영 중독 

치료 센서 지원금으로 2,500만 달러, 단체 및 개인 카운셀링을 제공하는 외래환자 

서비스에 2,400만 달러, 그리고 헤로인 및 아편 금단증상을 관리 및 치료하는 

위기/디톡소 프로그램에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지원금을 통해서 

뉴욕주에서 270개의 치료 침상, 2,335개의 아편 치료 프로그램 슬롯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뉴욕주민들을 돕고 중요한 치료 및 회복 자원을 

확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또한 뉴욕주에서 또 다른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를 제공하여 약물 

사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주고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중독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합의는 또한 요청 중인 동료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병원 내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들이 퇴원 

시 치료 및 기타 자원과 연결시켜줄 것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뉴욕주에서 회복 커뮤니티 

및 아웃리치 센터와 청소년 클럽 하우스의 수를 늘려서 10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복 중인 십대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 마약 정책, 노선 지지, 교육, 회복 중인 부모 및 뉴욕주민들로 구성된 주지사의 

헤로인 및 마약 태스크포스는 뉴욕주에서 실무 회의와 8건의 청문회를 열어 보건기관, 

가정지원단체, 교육자, 단속공무원, 커뮤니티 위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발표된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준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Kathy Hochul 

부지사와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주 알코올리즘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커미셔너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ombatheroin.ny.gov을 방문하십시오. 

 

2014년 이후, Cuomo 주지사는 그 해 역사적인 Combat Heroin Legislation에 서명한 

것과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한 것을 포함해 헤로인과 아편 중독과 

싸우기 위해 일련의 공격적인 개혁을 단행하였고, 아편 치료 및 회복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를 포함해 뉴욕주에서 치료 접근성을 늘리고 치료 능력을 강화했으며, 포괄적인 I-

STOP 법을 실시하여 처방약 남용을 저지하였고, 뉴욕주민들에게 헤로인 사용 및 아편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Korean 

SI Partnership for Community Wellness의의의의 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 Adrienne Abbat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약물 사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 

서비스와 연결시켜줄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법안 및 

다면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괴롭히고 있는 아편 재앙과 더욱 더 잘 

맞서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주지사, 입법부, OASAS 직원, 그리고 뉴욕주 지지자들 께 감사 드립니다." 

 

Horizon Health Services의의의의 CEO인인인인 Anne Constantin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헤로인과 아편 남용은 뉴욕주 곳곳에 자리한 커뮤니티에 재앙스런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맨처음 중독을 다룬 사람으로서 이 떠오르는 보건 위기가 너무나 많은 전도 유망한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이러한 난국을 헤치고 

뉴욕주에서 아편 과다복용의 폐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과 커뮤니티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 드립니다." 

 

Human Understanding & Growth Services의의의의 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 Kym Laub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중독 관련 손실 및 고통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과감한 입법으로 우리는 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는 너와 함께 한다.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뉴욕주민들은 Cuomo 주지사와 탄탄한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주지사는 처음부터 

이러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줄 것입니다.”  

 

Arms Acres의의의의 CEO인인인인 Patrice Wallace-Moor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헤로인과 아편 

남용은 이 주와 미국 전역에서 수 천명의 뉴욕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독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치료를 받고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희망을 

전달하고 역경과 무위로 점철된 가족들과 전체 커뮤니티의 삶을 개선시켜줄 획기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이 법률에 따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 인인인인  Jeffrey Reynold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에게 실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특히 약물 사용 장애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안 패키지는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극적으로 올려주었고 수천 명이 회복의 길에 접어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헤로인과 다른 마약으로 황폐화된 

가족과 커뮤니티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해주신 주지사와 입법부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이 날이 우리가 마침내 이 전염병과 싸우는 

데 고비를 넘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 

 
 



Korean 

Drug Crisis in Our Backyard의의의의 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 Susan Salomone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애를 아편 중독으로 잃은 아비와 어미로서 저는 이 중독이 먼저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획기적인 

법안에 따라 우리는 중독 문제가 심한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다 많은 뉴욕주민들이 장기적으로 회복의 길에 접어들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헤로인 및 아편과 싸우기 위해 주지사의 태스크포스 요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Cuomo 주지사뿐만 아니라 이처럼 획기적인 개혁을 제정해주신 

뉴욕주 입법부에도 감사 드립니다.”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의의의의 중독중독중독중독 정신의학회정신의학회정신의학회정신의학회 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Patrick Seche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중독 치료 전문가로서 매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마주합니다. 이번 입법으로 이들 환자들이 서비스를 보다 더 잘 

받고 향상된 지원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상하원, 개인적으로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러운 태스크포스, 그리고 

중독과 싸우고 있는 뉴욕주민들을 도와줄 이 진정 획기적인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주민 또는 사랑하는 이들은 뉴욕주의 HOPEline 1-877-8-

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 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어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OASAS 치료이용대시보드를 

사용하면 OASAS 인증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 범위 이용에 대한 도움말은 OASAS 웹 사이트의 치료 이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낼럭손 과다복용 전환 약물 교육을 찾으려면 OASAS 아편 

남용 예방 교육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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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