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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티 기반 치료팀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발표  

  

전통식 서비스에 잘 호응하지 않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 커뮤니티 치료 
팀에 1,400만 달러 지급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14개의 새로운 적극적인 커뮤니티 치료 팀에 

연간 1,4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CT는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고 전통식 정신 건강 치료 및 재활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응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커뮤니티 기반 정신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과제는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ACT 팀은 종종 접근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층을 돕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를 받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게 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으로 인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국 Ann Sulliva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ACT 팀 중 3개는 

이전에 이 수준의 치료를 받은 적 없는 뉴욕주의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ACT 프로그램은 우리의 전통식 치료 시스템이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료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회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성공한 것으로 검증된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팀을 만들기 위한 제안 요청은 OMH에서 발효되었고 OMH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30만 달러의 착수 자금은 연방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미국 

구호 대책법(P.L. 117-2)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구호 보조 세출법(P.L.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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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을 통해 제공됩니다. 제공자들은 이러한 자금의 사용을 규율하는 연방 규칙 및 

규정을 인정하는 연방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혜 대상 지역에는 다음이 포함되고, 해당 경계는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     노스 컨트리: Jefferson 및 Lewis 카운티를 담당하는 48 슬롯 팀 1개;   

·     주도 지역: Rensselaer 및 Lower Saratoga 카운티를 담당하는 48 슬롯 팀 1개;   

·     롱아일랜드: Suffolk 카운티의 단일 68 슬롯 팀;   

·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68 슬롯 팀 2개; 맨해튼에 있는 68 슬롯 팀 3개; 

브롱크스에 있는 68 슬롯 팀 3개; 퀸즈에 있는 68 슬롯 팀 2개,   

·     핑거 레이크스 및 서던 티어: Livingston, Genesee 및 Northern Steuben 

카운티를 포함하는 48 슬롯 팀 1개  

  

14개의 새로운 ACT 팀은 증상 관리, 취업, 주택 확보 및 유지, 약물 사용 감소,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약 892명의 신규 고객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ACT 팀은 식료품 쇼핑, 요리, 청소, 예산 책정, 은행 업무 및 기타 일상 

생활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CT 프로그램은 

연중무휴 24/7 상시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내담자들이 새로 

습득한 기술과 함께 현실적인 도움을 받도록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제공됩니다.  

  

ACT는 심각한 정신 질환 진단을 받고 보다 전통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거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정신의학, 간호, 심리학, 사회 사업, 약물 남용 및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08개의 ACT 팀이 있습니다.  

  

ACT 내담자는 응급 및/또는 위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혜자일 수 있고, 동시 

발생 물질 사용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가족을 포함한 커뮤니티 지원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미 노숙자일 수 있으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여한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ACT 수혜자는 ACT 서비스를 받은 후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ACT는 수혜자와 그 가족에게 더 만족스럽고 비용도 입원 치료보다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를 포함한 정신 건강 옹호 

단체는 ACT를 검증된 긍정적 결과를 가진 핵심 서비스로 승인했습니다.  

  

치료 계획은 개인의 강점, 필요, 욕구, 목표 및 문화를 토대로 ACT 팀과 내담자가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치료 계획은 지속적인 평가와 목표 설정을 통해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ACT 팀은 매일 미팅을 갖고 각 내담자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여 팀이 

내담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T 팀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포괄적인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에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사상 

최대의 5억 7,700만 달러(17.2%) 증액과 노숙자 방지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0,000채의 임대 주택을 짓고 이를 보존하기로 약속한 250억 달러의 주택 계획이 

포함됩니다. 주지사의 예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1,130만 달러(완전 운영 시 2,100만 달러)를 투자해 정신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20개의 새로운 안전 옵션 지원 팀을 개발하여 거리를 

떠도는 뉴욕 주민들과 직접 일대일 지원 활동 수행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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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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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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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행동 건강 위기 핫라인 시스템으로 콜센터 역량 확대가 필요.  

  

제안서 마감 시한은 2022년 4월 13일 오후 3시 30분이고, OMH는 5월 18일까지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amra Brou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이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 작동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능동적 커뮤니티 치료 팀에 대한 이 

투자는 우리가 전통식 시스템으로 소외 계층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산에서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서비스에 추가로 투자해 많은 뉴욕 가정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leen Gunther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하원 정신 건강 위원회 

의장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ACT 팀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심각한 필요를 인식해 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확장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시장 Eric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정신 건강 요구 사항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획일적인 접근법은 없으며 능동적 

커뮤니티 치료 팀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투자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올바른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뉴욕시 의회 의장 Adrienne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특히 이전에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커뮤니티를 위한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생활의 안정성과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능동적 



커뮤니티 치료 팀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시의 정신 건강 투자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뉴욕 시민의 공중 보건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욕주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시 의원 Linda Le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 위기가 부분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14개의 

새로운 적극적인 커뮤니티 치료 팀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자금 증액 실천은 전통식 

정신 건강 서비스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ACT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증거 중심의 전체론적 솔루션이며 이 

문제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Theodore T. Kusnierz, Jr., Town of Moreau 감독관 및 Saratoga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전반적인 안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 Saratoga 

카운티에서는 팬데믹 전반에 걸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양질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약속을 지지하며 남부 Saratoga 카운티에 ACT 팀을 

구성하여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고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Steuben 카운티 관리자 Jack Whee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의 

정신 건강 서비스 격차를 좁히는 창의적 방법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에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는 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Steuben 카운티는 이 추가 기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합니다."  

  

Suffolk 카운티의 Steve Bellone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심적 스트레스 요인에 계속 대처함에 따라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계속 

중요합니다. 이 기금은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전통식 정신 건강 및 재활 

시스템을 사용해도 회복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Livingston 카운티 의장 David L. LeF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은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많은 이들의 관심주제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 전통적으로 일반 의료 환경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자금은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형평성을 허용할 것입니다."  

   

Rochelle M Stein, Genesee 카운티 입법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enesee 

카운티 입법부 및 지방 자치부는 ACT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웃 카운티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그들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번창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ACT 팀 

제공자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지역 수준에서 정신 건강 부서 및 커뮤니티 

서비스 국장과 협력해 가장 취약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카운티 입법부 의장인 Larry Dolho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Hochul 

주지사로부터 받은 더 좋은 소식이며 우리의 행동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또 다른 

사업입니다. ACT 팀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바로 필요한 치료를 받고 값비싼 응급실 

방문 및 위기 서비스를 피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Lewis 카운티의 의료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환영하고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Jefferson 카운티의 William Johns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CT 팀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Jefferson 

카운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일부를 지원하는 데 증명된, 고효율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금 마련에 앞장서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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