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6년 9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웨스턴뉴욕 지역 청년을 위한 델타빌리지 치료센터 개관 발표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 갱생 및 재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치료 센터 

 

약물 오남용 및 중독 문제에 대한 주지사의 포괄적 접근 방식의 구체적 진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청년층 대상의 약물 오남용 치료 시설인 델타 

빌리지(Delta Village)가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대대적으로 문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18-28세를 대상으로 하는 25인 규모의 이 시설은 새로이 채택된 주거형 재설계 모델 

하에서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치료 센터로서 안정화, 갱생, 재통합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필요와 관심사에 구체적으로 부응하는 델타 빌리지(Delta Village)는 

가족 상담, 직업 및 교육 훈련, 트라우마를 배려한 관리(trauma-informed care)에 

우선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이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온 상황에서 뉴욕 

행정부는 중독과의 싸움을 솔선하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치료 시설은 웨스턴 뉴욕의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건강한 생활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25인 병상 프로그램은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의 유행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진보입니다. 이 신규 병상들은 약물 사용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돕고, 필수적인 치료 및 회복 리소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 전반에 걸쳐 270개의 치료 병상과 2,335개의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 

슬롯을 추가한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독 퇴치를 위한 다각적 접근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웨스턴 뉴욕의 약물 남용 

방지 서비스 공급자인 Horizon Village에 연간 $776,000의 교부금을 수여하여 이 새로운 

중독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최근에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및 온-콜 피어 위기 서비스(on-call peer crisis services)에 대한 주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버펄로에 기반을 둔 회복 및 봉사 센터를 위한 175만 달러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상원 공동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인 Rob Ortt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물 오남용 퇴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Horizon의 새로운 25인 수용 시설은 대기 명단에서 나와 중독의 악순환을 

깨뜨릴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탈출구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치료 

시설은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며,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ohn Ceret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 시설은 오피오이드 

중독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추가되는 이 25개 병상은 해당 지역 사회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오피오이드 오남용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뉴욕주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치료 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

Sánchez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은 뉴욕주와 전국의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샌본(Sanborn) 캠퍼스의 최첨단 시설에 추가되는 이 치료 병상은 중독이라는 

질환과 싸우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 젊은 뉴욕 주민들은 회복을 통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모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Horizon Health Corporation 사장 겸 CEO Anne Constantino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우리 주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치료 서비스를 확대할 기회를 열어주신 

Cuomo 주지사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자원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중독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자신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대책팀을 통해서 주 전반에 걸친 뉴욕 

주민들로부터의 권고사항을 경청한 후, 뉴욕주에서 중독과의 전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입법 패키지를 법률로 서명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보험 범위를 보장하고, 중독 치료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 법률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입법에서는 급성 

통증에 대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한하고 있고, 약물에 의해 무능력해진 개인들이 

48시간 내지 72시간 비상 심사를 받을 기회를 높이고 있으며, 병원 퇴원 시에 약물 사용 

장애 보호 서비스에 대한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의사와 

처방사에 대해서 중독 및 통증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사에게는 특히 약물 사용 장애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은 중독 

질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주 전반에 걸친 공중 의식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독과 싸우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자원 

자신이 중독과 싸우고 있거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과 싸우고 있는 뉴욕 주민은 

우리 주의 HOPEline 1-877-8-HOPENY(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 

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OASAS 

치료 서비스 공급 상황판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에서 

인증을 받은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보험 

혜택 이용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OASAS 웹사이트의 치료 이용 페이지를 

tel:1-877-846-7369
https://bi1.oasas.ny.gov/analytics/saw.dll?Dashboard
https://bi1.oasas.ny.gov/analytics/saw.dll?Dashboard
https://www.oasas.ny.gov/treatment/index.cf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combatheroin.ny.gov를 방문하시면, 중독 경고 신호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지를 도와주기 위한 가정용 툴 키트(Kitchen Table Tool Kit)를 

포함해서, 헤로인 및 처방 오피오이드 남용 대처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미성년 음주 또는 약물 방지에 관해 얘기할 때 사용할 추가적인 도구에 

대해서는, 우리 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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