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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신과 지원 개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발표   

  

입원 정신과 병원 병상 확대에 2,750만 달러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과 조무사 모집에 900만 달러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연간 추가 500개의 지원 거주 병상 설치에 

1,250만 달러   

  

지역사회 정신 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5억 7,700만 달러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100억 달러 계획을 바탕으로 한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Eric Adams 뉴욕시 시장과 동석한 행사에서 뉴욕주 

전역에서 정신 보건 관리 및 정신과 병상 접근권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 질환자 및 기타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정신과 입원 병동 확대를 위한 연간 자금 2,750만 달러,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과 조무사 모집을 위한 연간 자금 900만 달러, 지역사회 내에서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주택 500가구에 연간 1,250만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정신 건강 시스템은 투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 뉴욕 

주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Adams 시장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정신과 진료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반드시 뉴욕시의 동맥인 

지하철이 모든 승객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정신보건청(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과 그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인 

과제이며, 뉴욕의 정신 건강 안전망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와 더불어, 



Adams 시장과 함께 추진하는 협력을 통해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시와 주 전역에서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진료/수술 병상에 

비해 정신과 입원 치료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보상이 낮기 때문입니다. 2,7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현재 정신과 치료에 대한 현재 메디케이드 금액이 약 20%를 

확대하고, 뉴욕시 600개 이상을 포함해 정신과 진료 목적의 병상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병상 확보의 두 번째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과 조무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연간 900만 달러를 투자해 채무 면제 프로그램을 

설립하빈다. 이를 통해 정신 건강 전문가를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인력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주택 500가구에 연간 1,2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거리, 지하철, 쉼터에서 안정적인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통해 

주정부는 필요한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본에는 주지사의 세이프 옵션스 

서포트(Safe Options Support, SOS) 팀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추가 주택은 

주지사가 250억 달러 규모의 주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원 주택 10,000가구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주요 지역사회 정신 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원을 

역사적인 수준인 5억 7,700만 달러(17.2%) 확대하는 등 의료 시스템 개선 및 예산안 등 

주지사의 100억 달러 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예산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정신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SOS 팀 20개를 

구성하여 노숙자 뉴욕 주민에게 일대일 지원 직접 실시  

• 노숙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10,000개의 지원 주거시설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250억 달러의 주거 계획 투자  

•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의 5.4%를 통해 노동력 지원 및 최대 유지 보너스 3,000 달러  

• 회계연도 2023의 3,500만 달러를 회계연도 2024에 6,000만 달러로 증액하여 

뉴욕이 전국적으로 9-8-8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 해당 프로그램은 자살 예방 및 

행동 건강 위기 핫라인 시스템으로 콜센터 역량 확대가 필요.  

  

Samra Brouk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에 있어서, 뉴욕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무시하거나 극복 방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원 주택 등 효과가 입증된 치료 기반 솔루션을 상원에서 지지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주거지가 없는 가족들의 치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이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지만 수십 년 동안 입원 병상의 수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은 환영할 만할 소식이며, 저는 

오늘의 대규모 투자를 더욱 발전시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정부 예산을 통해 가족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저는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 건강 의료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ileen Gunth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 건강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 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 부족은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수 년간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주정부가 나서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웃의 뉴욕 

주민을 모른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쉼터를 찾는 우리 주민들을 지하철로 내몰거나 

돌아갈 곳을 빼앗긴 태로 놔둘 수 없습니다. 뉴욕시에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베푸는 가운데 파트너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투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며, 주거지가 없는 뉴욕 주민에게 주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Linda Lee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은 반드시 

취약 계층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절실하게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한 뉴욕 주민에게 치료와 안정적인 지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와 Adams 시장의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노숙자 

뉴욕 주민은 길거리를 떠나 주거지를 마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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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a6cf9bccf0f46f3efad08d9f301bd3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0801107508223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mBI5JHV7ZTLx%2FYHBUlQFumaDseATZt%2BAnmNhnLlG7c%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D7506550604203DF852587ED005E2A0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a6cf9bccf0f46f3efad08d9f301bd3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0801107508223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3hnbTca0fF6hKItr3h1Ro7BDoeOWEYxOQbQLpG3cbds%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