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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원격진료 수용량을 확장하기 위한 두 번째 자금 지원  

  

 지역경제개발구역의 30개 추가 제공자에게 423,000달러 이상의 기금이 지급될 예정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행동 보건 프로그램 전반의 원격 진료 서비스는 안전한 치료의 

수단으로 이용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중독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의 구매 및 설치를 위해 423,000달러 이상의 두 번째 라운드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격 진료 역량의 확대에 따라, 달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개인 및 가족에게 필수적인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자금은 연방 주 오피오이드 대응 기금(State Opioid Response Grant)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제안서 요청(Requests for Proposal) 절차는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이 관리합니다. 이 자금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46만 달러 이상이 수여되어 총 금액이 883,000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고 중독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중독의 피해와 싸우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사회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하는 중독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원격 진료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이 중독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은 팬데믹 

기간 중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상의 의무 요건 적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600개 이상의 프로그램 시행처가 전화 및 비디오 

기술을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500개가 긴급 원격 진료 면제 증명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받았습니다.  

  

뉴욕주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Task Force)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렵고 

전례 없는 시기에 많은 개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는 



중독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뉴욕주 전역에서 

원격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욱 많은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보살핌, 지원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원격 건강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제공자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격 

건강 서비스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임상, 의료 및 동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뉴욕주 전역의 모든 지역경제개발구역(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Zone)의 30개 추가 공급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자금은 PC, 

소프트웨어, 모니터, 스피커, 랩탑, 키보드 또는 웹캠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서비스 제공자 명  
지원 

액수  

Capital Region  

Albany  Equinox, Inc.  $15,000  

Albany  Whitney Young Health Center, Inc.  $15,000  

Central New York  

Oswego  
County of Oswego Council on Alcoholism 

& Addiction, Inc.  
$15,000  

Finger Lakes  

Monroe  
Catholic Charities of the Diocese of 

Rochester dba Catholic Family Center  
$14,910  

Long Island  

Nassau  EAC, Inc.  $15,000  

Nassau  Friends of Bridge, Inc.  $6,743  

Nassau  Hispanic Counseling Center  $15,000  

Nassau  Long Beach Reach  $14,997  

Nassau  Mercy Medical Center  $14,995  

Nassau  Southeast Nassau Guidance Center  $10,176  

Nassau  
Youth Environmental Services, dba YES 

Community Counseling Center  
$15,000  

Suffolk  
Huntington Youth Bureau Youth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Inc.  
$15,000  



Suffolk  
Town of Babylon: Drug & Alcohol Services 

aka Beacon Family Wellness Center  
$15,000  

Mid-Hudson  

Dutchess  
Dutchess County Department of 

Behavioral & Community Health  
$14,349  

Westchester  Phelps Memorial Hospital Association  $10,703  

Mohawk Valley  

Oneida  Liberty Resources, Inc.  $14,992  

New York City  

Bronx  Montefiore Medical Center  $14,995  

Bronx  Osborne Treatment Services, Inc.  $15,000  

Bronx  Odyssey House, Inc.  $15,000  

Kings  Bridging Access to Care (BAC)  $15,000  

Kings  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s  $14,100  

Kings  Community Counseling & Mediation  $14,999  

Kings  Hands On Health Associates, LLC  $12,342  

New York  Exponents  $14,485  

New York  
St. Mark's Place Institute for Mental Health 

dba Unitas  
$14,250  

New York  The Bridge, Inc.  $14,939  

Queens  Flushing Hospital & Medical Center  $15,000  

Queens  Long Island Consultation Center  $12,666  

Queens  
Mental Health Providers of Western 

Queens, Inc.  
$14,190  

North Country  

Clinton  
Champlain Valley Family Center for Drug 

Treatment & Youth Services, Inc.  
$15,000  

  

2016년에 Cuomo 주지사 직속 헤로인 태스크포스(Heroin Task Force)는 회복 센터, 

청소년 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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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선 이후 Cuomo 주지사는 오피오이드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시행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을 선도하는 

연속적인 중독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위기 

관리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주거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물 지원 치료, 이동 

치료, 교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지사는 대부분의 오피오이드 성분 처방약의 처방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이기 위한 

법안 및 처방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험 제한 

사안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환자 중개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에 대한 교육 및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에서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해독 

치료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약국들은 이제 처방전 없이 날록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또는 사랑하는 이가 고생하는 뉴욕 주민들은 주의 무료, 24시간, 

연중무휴 HOPEline인 1-877-8-HOPENY(1-877-846-7369)에 전화하거나 HOPENY(단축 

코드 467369)에 문자를 보내어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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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을 통해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웹사이트(NYS OASAS websi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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