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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민들을 중독 치료로 안내할 새 도구 발표

전주 치료 병상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새 웹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주민들을 치료로 연결할 새 웹
기반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뉴욕주 알코올약물오용실의 병상 가용성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은 주 인증 알코올약물 사용장애 치료기관들의 병상 가용성을 매일
수집하여 이 기관의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새 플랫폼으로 모든
뉴욕주민들은 주 전역의 치료 병상 가용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 자원은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주민들이 회복 가도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상식적 애플리케이션은 삶을 바꾸고 우리를 더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주의 가도에 놓을
것입니다."
병상 가용성 대시보드로 뉴욕주민들은 지역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나이나 성별에 맞는
치료 병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 기관들은 가용 치료 병상에 대한 정보를 24/7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곧 외래환자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뉴욕주 알코올약물오용실 실장 Arlene González-Sánchez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을 중독 치료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뉴욕주민들이 이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여 회복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받을 수 있고 회복은 가능합니다."
병상 가용성 대시보드는 뉴욕주의 약물 사용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다면적 접근법에 최근 추가된 것입니다. Cuomo 지사가 2014년에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법안에 서명한 이래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독의 영향을 받는 가족 및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있도록 하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중독으로 고생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고생하는 뉴욕주민들은 주의 HOPEline인 1-877-8HOPENY(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 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어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OASAS 인증 약물 사용 장애 치료 기관을 NYS OA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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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Help 웹 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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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사용의 방지에 대해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때
사용할 추가 도구를 원하시면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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