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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중독 방지 치료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새 

공익광고 발표 

 

새 라디오 공익광고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 인쇄물 광고 및 TV 

공익광고 방송시간 연장으로 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에 관심 유발 

 

라디오 공익광고는 여기, 인쇄물 광고는 여기, 공익광고 동영상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시행하는 #CombatAddiction 캠페인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공익광고를 발표하면서 치료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뉴욕 시민들이 중독 관련 질병과의 싸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중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 창설한 스페인어와 영어로 된 라디오 공익광고는 여러 가지 

디지털 수단과 인쇄물 광고와 함께 오늘부터 개시합니다. 새로운 광고, 라디오 공익광고 

및 TV 공익광고 방송시간 연장은 10월에 처음 출시한 #CombatAddiction 캠페인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중독과의 전쟁은 주 어떤 곳에서든 진행할 

수 있으며 우리 행정부는 지역사회가 이 병폐와의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력에 모든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함께 생명을 구하고 모든 

뉴욕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뉴욕시민은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익광고는 2017년 1월 16일까지 시행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그들의 슬로건인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관된 것이다. 다 함께 #CombatAddiction에 참여하자”를 통하여 

중독과 싸우는 힘을 강조합니다. #CombatAddiction 공익광고는 오늘부터 TV 방송, 

선택된 극장, 소셜미디어 및 라디오 방송국과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하여 

방송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또한 Bronx와 Manhattan 지역의 벽화, Albany, 

Syracuse, Rochester 및 Buffalo 지역의 버스 실내 포스터 및 Albany Amtrak 역의 전등 

포스터 등이 포함됩니다.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중독 예방에 대한 주 정부 집행기관 공동 의장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뉴욕 시민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솔류션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새 공익광고 캠페인은 사람들이 약물 남용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명절 기간에 특히 적시적입니다. 중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https://soundcloud.com/user-232269138/combat-addiction-campaign-radio-ad-english
https://oasas.ny.gov/CombatAddiction/documents/Website%20Brad_8.5x14_OASAS.pdf
https://www.youtube.com/watch?v=qYQxz5F8m80&index=1&list=PLNIxVjyAHXCM7Wp1wqxiTXOb71kafYWFz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statewide-campaign-raise-awareness-addiction


우리가 함께 이 전염병과 싸우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누구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익광고들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가 주 전역에 제공하는 중독 

치료 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캠페인은 또한 중독은 치료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공익광고들은 사람들이 개인, 가족, 친구, 의료계 종사자, 법 

집행기관, 교육기관 및 커뮤니티 단체에 대한 맞춤 정보들이 있는 #CombatAddiction 웹 

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캠페인은 실제로 중독에서 회복한 

뉴욕시민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희망과 회복의 주제를 반영합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의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CombatAddiction 캠페인은 지역사회 협력과 대중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에 접할 수 있는 많은 자원에 대한 교육을 촉구하는 우리의 계속된 

노력입니다. 희망컨대,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회복을 향한 과정에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시민은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인 

HOPEline에 주 7일 24시간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에 포함되는 위독/해독, 입원, 커뮤니티 주거 및 외래환자 치료 

등은 새로 개선한 NYS OASAS의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 

FindAddictionTreatment.ny.gov 혹은 NYS OASAS 웹사이트의 치료 접속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 지역에서 #CombatAddiction을 도울 수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CombatAddiction 웹 

사이트 oasas.ny.gov/CombatAddiction을 방문하십시오. 중독 위험 신호에 관한 상담을 

시작하고 도움받을 곳을 알려주는 가정용 툴 키트(Kitchen Table Tool Kit)를 포함한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과다 처방을 해결하는 자세한 정보는 www.combatheroin.ny.gov를 

방문하십시오. 청소년과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예방에 관한 상담에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하면 뉴욕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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