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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2,500만 달러가 넘는 연방 

정부 기금에 대해 발표 

 

중독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 등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게 될 추가 카운티 19 곳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대상 오피오이드 대응 보조금(Opioid State 

Targeted Response Grant)을 통해 연방 기금 2,520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2년째에 뉴욕주는 보조금을 수여받게 되었으며, 

19 곳의 카운티들이 기금을 수령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 및 과다 복용 관련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 위기는 가정과 전체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수행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 우리가 미국을 계속 이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금으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와 치료를 확대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남용 방지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Abuse Task Force)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연방 기금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의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늘리는 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카운티 19 곳에 2,500만 달러 이상이 배정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중독을 

예방하고 회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조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뉴욕 주민이 회복하여 보다 향상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정부 대상 오피오이드 대응 보조금(Opioid State Targeted Response Grant)을 위한 

기금은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관리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에서 관리합니다. 지난해에는 16 개 카운티가 이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카운티 19 곳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2 년째까지 총 35 곳의 카운티가 지원됩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 수, 오피오이드 관련 입원 환자 수, 중독 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카운티를 떠나는 주민 수 등을 기반으로 기금을 지원받게 될 새로운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2 년째에 보조급을 수령하는 카운티 19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퍽, 브룸, 

오네이다, 오렌지, 브롱크스, 코틀랜드, 스키넥터디, 먼로, 리치먼드, 제네시, 나소, 

컬럼비아, 킹스, 허키머, 뉴욕, 옷세고, 더치스, 퀸즈, 웨인. 이 카운티들은 확장된 이동 

치료, 원격 진료, 동료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치료를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이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치료 시설 제공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스키넥터디 카운티 및 컬럼비아 카운티) 

• New Choices Recovery Center - 1,042,356 달러 

• Twin County Recovery Services, Inc. - 642,356 달러 

 

센트럴 뉴욕 및 모호크 밸리(코틀랜드 카운티, 오네이다 카운티, 옷세고 카운티, 허키머 

카운티) 

• Family Counseling Services of Cortland County, Inc. - 1,250,000 달러 

• Syracuse Brick House - 1,052,310 달러 

 

핑거 레이크스(먼로 카운티, 웨인 카운티, 제네시 카운티) 

• Delphi Drug and Alcohol Council, Inc. - 700,000 달러 

• Genesee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Inc. - 650,000 

달러 

• Wayne County Community Services Board - 700,000 달러 

 

롱아일랜드(나소 카운티 및 서퍽 카운티) 

• Family Service League - 1,246,990 달러 



 

 

• Central Nassau Guidance - 1,250,000 달러 

 

미드 허드슨(더치스 카운티 및 오렌지 카운티) 

• Lexington Recovery Center - 100,000 달러 

•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of Orange and Sullivan - 982,356 

달러 

 

뉴욕시(뉴욕 카운티, 브롱크스 카운티,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먼드 카운티) 

• Palladia/SUS - 1,248,493 달러 

• VIP - 197,548 달러 

• New York Therapeutic Communities - 1,345,255 달러 

• Elmcor - 1,000,000 달러 

• Resource Counseling Center - 500,000 달러 

• Community Health Action of Staten Island - 250,000 달러 

 

서던 티어(브룸 카운티) 

• Addiction Center of Broome County - 1,145,674 달러 

 

또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이 카운티들은 지역 교정 시설 및 주립 가석방 위반자 시설의 

환자를 위해 약물 지원 치료 및 일반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130만 달러 이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정부 대상 오피오이드 대응 프로그램(State Targeted Response initiative)에는 또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카운티들을 위해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외되고 연락하기 쉽지 않은 청소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주민들에게 

증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서비스 제공 - 1,114,714 달러 

• 뉴욕시 보호소 및 영구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가족 강화 

프로그램(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제공 - 650,000 달러 

• 부족 구역과 라틴계 지역사회에 촛점을 맞추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캠페인 제공 - 913,173 달러 

• 과다 복용을 인지하고 대응하며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 사용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긴급상황 대처자 및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기타 대상자 교육 

- 401,237 달러 



 

 

• 기존의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 

에이즈 연구소 건강 허브(AIDS Institute Health Hub) 11 곳에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서비스를 개선하고, 롱아일랜드에 새로운 허브 추가 

- 3,015,748 달러 

• 새로운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회복 센터/청소년 클럽 

하우스(Recovery Center/Youth Clubhouse for a Native American 

community) 구축 - 294,290 달러 

• 회복 중인 젊은이들의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전 지역의 

청소년 및 젊은이 중심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589,325 달러 

 

올해의 보조금은 이동 치료, 원격 진료 역량, 동료 지원 서비스, 약물 지원 치료 등의 

확대를 포함하여 첫 해에 도입된 프로그램들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첫해에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곳으로 지정된 카운티 16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위고, 예이츠, 카유가, 그린, 티오가, 톰킨스, 제퍼슨, 얼스터, 설리번, 매디슨, 이리, 

오논다가, 온타리오, 사라토가, 나이아가라, 몽고메리.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이 시행된 첫 해에 지급된 기금을 사용하여, 뉴욕 전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금으로 중독을 근절하기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중요한 예방 대책,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자신이 사는 곳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위기가 우리 주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서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연방 기금으로 

뉴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약물 과다 복용 사건을 줄일 것입니다.” 

 

Nita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확산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중 하나입니다. 이 약물은 인생을 파괴하고 

가족을 분열시키며 뉴욕 전 지역의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투자는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오피오이드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독자를 

치료하며, 중독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을 뉴욕에 제공하는 대담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연방 기금 할당을 감독하는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간부 위원인 저는 이 연방 기금을 확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 치명적인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올렸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약물 남용에 계속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치료, 지원, 기타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이 연방 정부 보조금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보조금은 모든 주민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뉴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관리국(SAMHSA)에서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연방 의회의 주도적 

역량으로 지원한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국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뉴욕 주민과 우리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오피오이드 

의존성과 과다 복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약물 지원 치료를 포함한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반드시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하원의원 Grace Me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확산이 우리의 주에 피해를 

끼치면서 계속 주민 가족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연방 기금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지사직에 취임한 이후,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를 

중독자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회복 센터 및 일주일에 7일간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오픈 액세스 센터(Open Access Center)를 포함한 새로운 

비전통적 서비스를 권장하여,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뉴욕주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해독 치료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 혹은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친족이 계신 경우,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 HOPEline에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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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YS OASAS)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을 통해 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웹사이트(NYS OASAS websi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며, 

https://findaddictiontreatment.ny.gov/
https://www.oasas.ny.gov/treatment/index.cfm


 

 

가족 및 지역사회와 중독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이용하려면 

CombatAddiction.ny.gov를 방문하십시오.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예방에 관해 청소년과 

대화를 나눌 때 활용할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뉴욕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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