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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 중부 및 MOHAWK VALLEY 지역의 뉴욕주민들을 중독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500,000 달러 보조금 발표

가족 지원 및 온콜 또래 아웃리치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중부 및 Mohawk Valley 지역의 중독 치료 서비스
및 가족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500,000 달러가 교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약물 사용 장애 케어에 접근할
때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 환자를 적절한 중독 치료 및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위한 온콜 또래 아웃리치 서비스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두
이니셔티브는 NYS 알코올중독약물남용실이 개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중독과 싸우는 뉴욕주민들이 자신을 회복 가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약물 오용은 이 주 전역의 가족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더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주를 건설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이 새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의 약물 사용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다면적
접근법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서 작년 여름 주지사의 일일 주도 행사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새 서비스는 Onondaga 및 Oneida 카운티의 중독 치료 및 회복 지원
제공자들이 시행할 것입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치료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온콜 또래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들이
병원 응급실 요원들과 협력하여 오피오이드 과용 역전 후 또는 다른 중독 관련 응급실
방문에서 퇴원 후 환자가 중독 치료 연결을 확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과용
역전 후의 이 치료 연결은 사람의 회복 가도 시작에 필수적으로서 퇴보 및 잠재적 과투여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는 지역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 케어 관리 기관, 지역 약물
사용 장애 협의회 및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개발하여 가족들이 지역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독이란 병은 강력한 적이지만 치료와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적입니다”라고 NYS
OASAS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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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리더십으로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노력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이 회복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치료와 서비스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뉴욕주 중부 지역:
• 온콜 또래 아웃리치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150,000 달러가 Onondaga
카운티 성인장기케어과에 교부되었습니다
•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000 달러가
Prevention Network/Onondaga Council on Alcoholism Addictions, Inc.에
교부되었습니다.
Onondaga 카운티 집행관 Joanne M. Mahoney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대담한
새 이니셔티브를 후원해 주신Cuomo 지사와 NYS OASAS에 감사드립니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치료에 개입하여 회복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처한 Onondaga, Madison 및 Cortland 카운티의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Onondaga 카운티 성인장기케어과는 온콜 또래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Prevention Network/OCAA는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를
채용하였으며, 그는 이미 가족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Prevention Network/OCAA의 전화번호 315-4711359나 Ashley Dailey에게 이메일 adailey@preventionnetworkcny.org로 문의하십시오.
Mohawk Valley 지역:
• 온콜 또래 아웃리치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150,000 달러가 Rescue Mission
of Utica에 교부되었습니다
•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000 달러가 Center for
Family Life & Recovery에 교부되었습니다.
Oneida 카운티 집행관 Anthony Picente Jr.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중독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과 개인은 이제 이 두 새 이니셔티브의 도움으로 의지할 새롭고
중요한 곳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공격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타입의 지원으로 특히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뉴욕주민들이 바로
여기 우리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Utica 시장 Robert Palmieri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러한 새 중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은 Rescue Mission과 Center for Family Life and Recovery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회복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 및 지원으로 그들을 연결하기 위해 매일 수고하는 이 기관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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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ida 카운티 보안관 Robert Maciol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헤로인이나 기타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오이드
과투여로부터 역전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콜 또래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도 가족이 분투에서
홀로라고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Mohawk Valley 프로그램들은 Herkimer, Montgomery, Oneida 및 Otsego 카운티에 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Center for Family Life and Recovery는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를 채용하였으며, 그는 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Rescue Mission은 온콜 또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5월 1일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Center for Life and
Recovery의 전화번호 315-768-2665 또는 Ambi Daniel에게 이메일
ADaniel@CFLRinc.org로 문의하십시오.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주민 또는 사랑하는 이들은 주의 HOPEline 1-877-8-HOPENY(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 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어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OASAS 병상 가용성 대시보드를 이용하거나
NYS OASAS Find Help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OASAS 인증 약물 사용 장애 치료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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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용의 예방에 대해 젊은 이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추가 도구를
원하시면 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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