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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버니에서 새로운 여성 중독자 주거용 치료 시설(WOMEN'S 

RESIDENTIAL ADDICTION TREATMENT FACILITY)을 개관한다고 발표 

 

여성 전용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엄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자녀가 머물 공간이 

포함된 시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에서 새로운 여성 및 어린이 주거용 치료 

시설(Women and Children's Residence)을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거용 치료 

시설은 여성을 위해 16 개의 주거용 치료 병상을 제공하는 치료 시설입니다. 여성이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4 개의 

어린이 침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단 증상 관리와 안정화 서비스도 제공하게 될 이 

시설은 맥카티 애비뉴 90 번지(90 McCarty Avenue)에 위치한 올버니 중독 치료 

센터(Addictions Care Center of Albany, ACCA)에서 운영합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OASAS)는 이 프로젝트에 310만 달러 이상 기부했으며, 또한 연례 운영 기금으로 

60만 달러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중독 치료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시기에, 여성과 가족 모두를 위해 회복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설은 주도 

지역의 여성들에게 특별한 필요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중독 퇴치를 

위해 벌이고 있는 미국을 선도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Task Force)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 상태에있는 엄마와 자녀들은 당연히 중독의 

억압이 없는 평범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 주거용 지원 시설은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Task Force)의 공동 의장으로서, 저는 마약없는 건강한 삶을 향한 길을 찾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애원을 들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서 비롯되는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강상의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새로운 주거용 치료 시설의 



환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순진무구한 아기와 어린이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주거용 시설을 제공하고, 올바른 유형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의 일환입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은 안정화, 재활, 

회복이라는 세 가지 필수 치료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주거용 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설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치료 프로그램은 그러한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중독 치료를 받을 때, 제공해야 할 독특한 치료 환경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도 지역 바로 여기와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전체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계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상원 상임위원회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위원장인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원하는 주민들을 막는 장벽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도 지역의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는 일을 돕기 위해 지난 수년간 대담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 조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회복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주거용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입니다. 올버니 바로 여기에서 개관한 새로운 여성 및 어린이 

주거용 치료 시설(Women's and Children's Residence)에는 여성을 위한 16 개의 주거용 

치료 병상이 제공됩니다. 주도 지역에서 주거용 치료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Linda Rosenthal 하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대책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lcoholism and Drug Abus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치료 모델은 

약물 사용 장애와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에게 독특한 회복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뉴욕주가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치료하는 엄마와 

함께 자녀가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은 크게 취약한 시기에 가족 단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오직 엄마와 자녀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시설은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 시설이 없었다면 받지 못했을 치료 

서비스를 여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의 걱정거리를 하나 덜어주는 

일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중독 치료 센터(Addictions Care Center)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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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use Services)에 박수를 보냅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도 지역의 여성과 가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데 이렇게 투자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Daniel P. McCo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 치료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만드는 일이 중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버니 카운티에서 여성 전용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회복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독특한 치료 환경이 요구되는 소외된 환자군인 자녀가 달린 여성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열어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버니 중독 치료 센터(ACCA)는 이 

싸움에서 오랜 기간 신뢰받고 있는 올버니 카운티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주도 지구는 

이와 같은 파트너십과 새로운 올버니 중독 치료 센터(ACCA)의 여성 및 어린이 주거용 

치료 시설(Women and Children's Residence)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덕분에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올버니 시의 Kathy Sheeha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의 새로운 여성 및 

어린이 주거용 치료 시설(Women and Children's Residence)의 개관은 주도 지역의 

여성과 가족에게 필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정부의 공약의 실현을 입증합니다. 

중독과의 싸움에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과 회복의 길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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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무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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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해서,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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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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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경고 표시,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 검토, 사랑하는 사람들 및 지역사회와 

중독에 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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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뉴욕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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