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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중독 치료 및 중독 약물 사용 장애 예방 대책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 

 

지역사회 연합 (Community Coalitions) 및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Family Support 

Navigator)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38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헤로인 및 처방받은 

오피오이드의 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돕기 위해 38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뉴욕주의 10 개 경제 개발 지역에서 각각 

2명의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Family Support Navigators)와 2명의 상호 업무 

스페셜리스트 (Peer Engagement Specialists)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중독 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중독의 전염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연합 (community coalitions)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뉴욕주는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중독과 더욱 맞서 싸울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회복 자원과 치료를 

확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향상된 환경하에서,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강하고 건강한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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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OASAS)에서 관리하는 지원 신청서 (Request for 

Applications, RFA)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Family Support Navigators) - 120만 달러 

 

뉴욕주 내의 10곳의 경제 개발 지역에 각각 2 명의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Family 

Support Navigators)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최대 10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Family Support Navigators) 서비스는 현재 핑거 레이크스, 노스 컨트리, 

모호크 밸리, 서던 티어, 센트럴 뉴욕, 웨스턴 뉴욕, 주도 지역,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이 12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 지원금은 120만 달러입니다. 

 

https://oasas.ny.gov/procurements/index.cfm
https://oasas.ny.gov/procurements/index.cfm


상호 업무 스페셜리스트 (Peer Engagement Specialists) - 165만 달러 

 

뉴욕주 내의 10곳의 경제 개발 지역에 각각 2 명의 상호 업무 스페셜리스트 (Peer 

Engagement Specialists)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최대 15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롱아일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호 업무 스페셜리스트 

(Peer Engagement Specialists) 프로그램은 현재 핑거 레이크스, 노스 컨트리, 모호크 

밸리, 서던 티어, 센트럴 뉴욕, 웨스턴 뉴욕, 주도 지역, 미드 허드슨 지역과 뉴욕시 

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11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 지원금은 165만 

달러입니다. 

 

지역사회 연합 (Community Coalitions) - 100만 달러 

 

10개 경제 개발 지역의 연합을 각각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하여 매년 총 1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약물 사용 예방, 치료 및 회복 노력을 다루며 

지역사회 특유의 고려할 만한 사항에 대응하고 부문간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된 지역사회 연합 및 파트너십을 지원하거나 

수립할 것입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큰 중독 서비스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독 질환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연합 지원 신청서 (Community Coalitions RFA)는 2016년 12월 15일에 

만료되며, 상호 업무 서비스 지원 신청서 (Peer Engagement Services RFA)는 2016년 

12월 7일에 마감되고,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Family Support Navigators) 신청은 

2017년 2월 28일에 마감됩니다. 지원 신청서는 NYS OASAS 조달 (NYS OASAS 

Procurements)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중독으로 고생하거나 어려움에 빠진 친지가 있는 뉴욕 주민분들은 뉴욕주의 무료 

연중무휴 직통전화인 HOPEline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시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셔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위독/해독, 입원, 지역사회 주거 및 통원 치료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 

방법은 NYS OASAS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 (NYS OASAS 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 웹사이트 FindAddictionTreatment.ny.gov 혹은 NYS OASAS 웹사이트 상의 

치료 접속 (Access Treatmen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지역에서 

#CombatAddiction을 도울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웹사이트 

oasas.ny.gov/CombatAddiction에서 #CombatAddiction을 방문하십시오. 중독 경고 

신호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도록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해 알려주기 위한 

가정용 툴 키트(Kitchen Table Tool Kit)를 포함해서, 헤로인 및 처방받은 오피오이드의 

https://oasas.ny.gov/procurements/index.cfm
https://oasas.ny.gov/procurements/index.cfm
https://findaddictiontreatment.ny.gov/pub/ctrldocs/oasastaw/www/index.html
https://www.oasas.ny.gov/index.cfm
https://www.oasas.ny.gov/treatment/index.cfm
http://oasas.ny.gov/CombatAddiction/


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combatheroin.ny.gov를 

방문하십시오.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예방에 관해 청소년과 대화를 나눌 때 활용할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뉴욕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combatheroin.ny.gov/
http://talk2prevent.ny.gov/toolkit/conversation-starters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