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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중독과중독과중독과중독과 싸우는싸우는싸우는싸우는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센터를센터를센터를센터를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1,05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회복회복회복회복 중인중인중인중인 사람들과사람들과사람들과사람들과 그그그그 가족에가족에가족에가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확대하기확대하기확대하기확대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Heroin Task Force의의의의 
주요주요주요주요 권고안을권고안을권고안을권고안을 따르다따르다따르다따르다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6개개개개 신신신신 커뮤니티와커뮤니티와커뮤니티와커뮤니티와 아웃리치아웃리치아웃리치아웃리치 센터센터센터센터,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회복회복회복회복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제공을제공을제공을제공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 
수령할수령할수령할수령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커뮤니티에 6개의 Recovery Community 

and Outreach Centers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1,05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사무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센터들은 약물 사용 

장애를 치료 중이거나 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해 건강, 복지 및 기타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독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뉴욕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황폐화시켰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새 센터들은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탄탄하고 건강한 뉴욕을 건설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 치료 센터는 뉴욕주의 약물 사용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다면적 접근법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입니다. 주지사의 Heroin Task Force는 

뉴욕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역 기반의 치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센터들은 Task Force 모임 참가자들이 표명한 이러한 필요성에 

직접적으로 부응할 것입니다. 센터들은 건강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을 지원하는 일에 

동료와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센터 직원들은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주민들을 위해 평생의 건강을 장려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활동을 열 것입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사무국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오늘 

뉴욕주 Mineola 소재 Family & Children’s Association에서 열리고 치료 커뮤니티 

대표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알코올알코올알코올알코올 약물약물약물약물 남용남용남용남용 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 Arlene González-Sánchez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중독 치료는 현실적인 일로서 커뮤니티 기반 지원과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한 이들 기관은 중독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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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새로운 지원금을 

받으면 좋은 일을 계속 지속하고 보다 많은 뉴욕주민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건강하고 약물이 없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쟁 방식의 뉴욕주 알코올 약물 남용 서비스 사무국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이 

여섯 곳의 센터는 5년 동안 다음 액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Long Island: 

Family & Children’s Association, Mineola, N.Y. 175만 달러 

 
New York City: 

Community Health Action of Staten Island, Staten Island, N.Y. 175만 달러  

 
Hudson Valley: 

Independent Living Inc., Newburgh, N.Y. 175만 달러 

 
Capital Region: 

예방위원회(Saratoga County Inc.의 알코올 & 약물 남용 예방위원회), Saratoga Springs, 

N.Y. 175만 달러 

 
Central NY: 

PIVOT (Jefferson County, Inc.의 알코올 & 약물 남용 위원회), Watertown, N.Y. 175만 

달러 

 
Western NY: 

Lake Shore Behavioral Health, Buffalo, N.Y. 175만 달러 

 

Recovery Community and Outreach Center는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알코올/약물 없는 비임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복 센터는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 및 중독 치료 지원과 관련된 지역의 특정 요구에 답할 것입니다. 센터는 

기술 구축, 레크리에이션, 건강 교육, 취업준비, 시민으로 돌아가 생활할 기회 및 기타 

사회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치료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낮 시간 뿐만 아니라 

저녁 및 주말에도 제공하여 각기 다른 시간에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의 필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치료 센터 직원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각 단계의 중독 치료에 해당하는 중독 치료 

시스템과 안전한 보험 보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입니다. 이 센터는 또한 치료를 

위한 경험 공유 및 공통의 치료 목표에 전념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센터를 통해 동료 지지자, 치료 코치, 중독 동료 전문가들을 만나면 치료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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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과 싸우거나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 하고 있는 뉴욕주민들은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무료로 운영되는 HOPEline인 1-877-8-HOPENY(1-877-846-7369)로 전화하여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OASAS 치료이용대시보드 를 찾거나 OASAS 

웹사이트의 Access Treatment 페이지를 방문하면 OASAS 인증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헤로인 사용 및 처방 아편 약물 남용 근절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Combat Heroin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반-아편 과투여 근절 교육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음주 또는 마약 사용의 예방에 대해 

젊은이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추가 도구를 원하시면 뉴욕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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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