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에서 1,200만 달러 규모의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시설 개관 발표 

 

시설에서는 치료를 받는 여성을 위한 상주 치료용 침대 및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 제공 

 

올해 중독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지사의 12억 달러 투자 중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에서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시설의 개관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여성용 상주 치료용 침대 38개가 있으며 자녀들이 치료를 받는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네트워크(Acacia Networks)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뉴욕주 기숙사 관리공단(New York State Dormitory 

Authority, DASNY)이 협동으로 개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뉴욕은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서비스를 확장 및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은 

가족이 단결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쉽게 치료를 받도록 개선하고 여성들이 질 좋은 삶을 

이끄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뉴욕 및 카운티 주변에서 마약이 

유행하는 와중에 극복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를 계속 할 것입니다. 이는 브롱크스의 

획기적인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시설을 포함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여성이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찾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773 프로스펙트 에비뉴(Prospect Avenue)에 위치한 브롱크스의 새 시설은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위한 상주 치료 및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양육, 직업, 삶의 기술 

훈련을 제공합니다. 1차 진료, 여가 활동, 탁아소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시설은 

30년간 브롱크스 부모 연합(United Bronx Parents Organization)을 이끌며 사우스 

브롱크스 지역사회에서 중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도왔던 Lorraine Montenegro의 

이름을 땄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을 통해 거의 

1,2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뉴욕은 중독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에 연간 12억 달러 이상, 주 전역의 학교 1,852개 

프로그램을 비롯한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래밍에 연간 7,0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 시설의 개관은 편견 없이 돕는 환경에서 지원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회복 센터, 청소년 클럽 회관, 지역 중독 자원 센터를 개발함으로써 마약의 

유행을 다루려는 Cuomo 주지사의 지속적, 다면적인 접근 방법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에서 가장 큰 회복 지원망의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보험법도 바꾸어 모든 중독 치료를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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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데도 주저하는 많은 

여성들의 주요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주 전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작했으며 더 많은 여성이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Luis Sepulveda 주 상원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가족이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은 전체론적 및 포괄적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설의 개관으로 여성들이 삶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자녀와 가까이에서 지내며 

회복하도록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많은 약물 남용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해주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과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ichael Blake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꿈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부당하게 부모에게서 떨어진 자녀들의 

#가족해체의종식(#EndFamilySeparation)을 향한 지역적 및 국가적 노력을 고려할 때, 

Cuomo 주지사님,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 뉴욕주 기숙사 관리공단(DASNY), 아카시아 네트워크(Acacia Network)가 

여성을 위한 약물 사용 치료, 직업 훈련, 정서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녀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단결하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여성 및 아동이 약물 남용 및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나은브롱크스건설(#BuildingABetterBronx)을 계속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생활 요인을 동시에 다루어야 합니다.” 

 

Ruben Di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한 멋지고 배려 있는 여성의 유산을 기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독은 

뉴욕시 전역의 많은 가족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이며 가족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많은 

http://www.oasas.ny.gov/RegionalServices/index.cfm


사람들이 함께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같은 시설에 투자했다는 것을 Lorraine Montenegro가 알았다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시설은 약물 남용과 싸우는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모두 함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탁아소 서비스 및 여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Cuomo 주지사님, 아카시아 네트워크(Acacia Networks),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뉴욕주 기숙사 관리공단(New York State Dormitory Authority)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Rafael Salamanca Jr.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브롱크스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투사였던 Lorraine Montenegro는 굉장한 사회 복지 업무로 이 

지역사회의 여성, 아동, 가족을 돕는 데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Montenegro 씨는 

지역사회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옳은 것을 옹호하며 열심히 일하는 브롱크스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주지사님,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 

커미셔너와 함께 사우스 브롱크스를 위해 훌륭히 봉사했던 한 여성의 이름을 딴 

Lorraine Montenegro 여성 및 아동 프로그램(Women and Children's Program) 시설 

개관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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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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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 중독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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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