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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81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발표 

 

새로운 자금은 80개의 신규 치료 병상과 600개의 신규 처방 지원 치료 슬롯을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7개 카운티에 있는 8개의 

중독치료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81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건설 필요사항과 운영 보조사항을 

지원하고, 최대 80개의 새로운 입원치료병상과 600개의 새로운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Opioid Treatment Program, OTP) 슬롯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오피오이드 오용과 헤로인 사용, 그리고 중독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주지사의 공격적 노력을 강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부는 오피오이드 및 헤로인 중독과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자금 지원은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병상들은 생활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도록 도움을 주고,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보다 

강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드는데 한 단계 더 근접하게 만들 것입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과 싸우기 위한 주지사의 대책팀 공동팀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괴적인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와 싸우기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이며, 이 새로운 치료 

기회들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극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입원치료병상과 OTP 슬롯을 지원할 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도 지역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Council of Schenectady County, Inc. 

(New Choices Recovery Center란 명칭으로 업무 수행 (Doing Business As, 

DBA)), 스키넥터디 카운티 - 100개의 OTP 슬롯에 대해 198,000달러  

 

센트럴 뉴욕 

 Syracuse Brick House, Inc., 오논다가 카운티 - 250개의 OTP 슬롯에 대해 

1,164,808달러 

 

핑거 레이크스 

 Council on Alcohol and Substance Abuse of Livingston County, Inc. 

(Trinity란 명칭으로 업무 수행), 리빙스턴 카운티 - 25개의 입원 서비스 병상에 

대해 1,590,250달러  

 

 Genesee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Inc., 제네시 카운티 

- 150개의 OTP 슬롯에 대해 820,000달러 

 

웨스턴 뉴욕 

 Council on Addiction Recovery Services, Inc.,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 20개의 

입원 서비스 병상에 대해 1,900,000달러 

 

 Lake Shore Behavioral Health, Inc., 이리 카운티 - 100개의 OTP 슬롯에 대해 

252,000달러 

 

 Renaissance Addiction Services, Inc., 이리 카운티 - 15개의 입원 서비스 

병상에 대해 1,496,000달러 

 

 The Woman's Christian Association of Jamestown, N.Y. (WCA 

Hospital이란 명칭으로 업무 수행), 셔터쿼 카운티 - 20개의 입원 서비스 병상에 

대해 700,000달러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치료 병상과 오피오이드 치료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그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개인과 가정을 위한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단순한 슬롯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들은 우리가 의료 



시스템에서 보호하는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생활,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주지사의 2016-2017 예산에 포함된 이 자금은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에 의해서 

관리되는 Rapid Treatment Expansion Capital Funding Grant Request for Applications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현재 이러한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카운티들에 주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 OASAS는 주 전역에 걸쳐 11개의 OTP에서 치료 용량 한도를 

폐지했으며, 올버니, 브롱크스, 버펄로, 픽스킬, 플래츠버그, 시러큐스, 롬 및 

워터타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새로운 OTP가 다가오는 해에 유티카, 

오스위고 및 트로이에 개설될 것입니다. OASAS는 오피오이드 중독을 포함해서, 약물 

사용 장애에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가족지원기관, 동료 관여 전문가, 

성인 클럽하우스, 회복 센터 및 예방 자원 센터들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시민은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인 

HOPEline에 주 7일 24시간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위독/해독, 입원, 지역사회 주거 및 통원 치료를 포함해서,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 방법은 

뉴욕주 OASAS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NYS OASAS 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 웹사이트 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뉴욕주 OASAS 웹사이트 

상의 치료 이용(Access Treatmen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지역에서 

#CombatAddiction을 도울 수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CombatAddiction 웹 사이트 

oasas.ny.gov/CombatAddiction을 방문하십시오.  

 

중독 위험 신호에 관한 상담을 시작하고 도움받을 곳을 알려주는 가정용 툴 키트(Kitchen 

Table Tool Kit)를 포함한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과다 처방을 해결하는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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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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