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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학교를 위한 정신 건강 자원 센터를 위한 250만 달러 규모 기금을 

발표  

  

기금, 어린이와 가정이 필요로 하는 행동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지사의 이니셔티브 및 제안 중 가장 최근 기금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학교를 위한 정신 건강 자원 및 훈련 기술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5년간 25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를 지원하고 K-12 건강 커리큘럼의 일부로 

정신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의 

학교들이 두려움과 낙인을 줄이고 아이들이 부모, 간병인 또는 교사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연령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OMH Commissioner Dr. Ann Sulliv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신 건강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적인 리더였습니다. 

OMH는 실제로 뉴욕주 전역에 1,000개 이상의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클리닉을 인가하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아이들에게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그들은 

필요하다면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원 

센터는 우리 학교가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이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교육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아이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낙인을 줄이고 정신 건강 및 웰니스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정신 건강 자원 및 훈련 기술 지원 센터(Mental Health Resource and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Schools)는 모든 뉴욕주 공립 및 사립 학교에서 필수 

정신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정신 건강의 내용과 건강 교육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를 지원할 것입니다.  

  

제안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OMH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발표는 뉴욕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녀가 최근 발표한 집행 

예산은 다음과 같은 아동 정신 건강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 스쿨 프로그램(RECOVS): 2년 동안 1억 달러를 투자하면 수요가 가장 높은 

학군을 우선시하고 지원할 새로운 주정부 매칭 펀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정신 

건강 전문가를 고용하고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가 확장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 학습, 방과 후, 연장일, 연장년 프로그램의 확장에 자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HealthySteps: 집행 예산은 1,000만 달러까지 기금을 늘릴 것입니다. HealthySteps는 

소아과 의사가 아동의 신체 건강에 대한 초점을 사회 정서적 및 행동적 건강을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가족 관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ealthy Steps는 아동 

및 가족 발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가 가족 및 소아과 의사와 

협력하여 정신 건강 및 트라우마 관련 치료를 일차 진료 환경에 제공합니다.  

  

아동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 보험: 집행 예산에 2023 회계연도에 1,100만 

달러(2024 회계연도에 4,400만 달러로 증가)가 포함되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서비스,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심각한 정신 진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개인을 위한 증거 기반 치료 및 청소년 주거 복귀 등 의료 지원 혜택과 아동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합니다.  

  

외상 정보 관리 네트워크: 주지사의 예산에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험을 다루는 전문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한 1,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아동 및 가족 치료 및 지원 서비스(CFTSS): 집행 예산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8백만 달러까지 늘립니다. CFTSS는 청소년 및 가족 동반자 지원과 심리사회 재활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진단받기 전에 그들과 협력하여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홈 기반 위기 개입(HBCI): Hochul 주지사는 새로운 HBCI 팀을 개발하고 현재 담당 

건수를 매년 2,640가구로 확대해 현재 수준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2022-23년 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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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전체 연간 1,000만 달러 규모로 기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HBCI는 위기에 

처한 가정에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가정 내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 치료 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지사의 예산은 주 자금 750만 달러, 매칭 연방 기금 

1,500만 달러로 이러한 자금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평의원회(Board of Regents)의 Lester W. Young, Jr.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직면한 도전은 전례가 없고 독특하게 탐색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 

교육자 및 가족에게 정신 건강 교육, 정신 건강 전문가 지원 및 사회 정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사회와 부서의 우선 과제였습니다. 이 정신 

건강 자원 및 기술 지원 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교육위원회(State Education) 커미셔너인 Betty A. Ro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혁적인 전체 학교, 모든 어린이, 전체 공동체 접근법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측면에 자원과 

학습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들과 교육자들 모두가 직면하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리고 걱정을 문화적으로 유능한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저는 이 

기금을 조성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Sullivan 커미셔너와 그녀의 

직원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Shelley B. May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면 대화 단절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정신건강 교육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은 특히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Samra Brou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된 사회적, 정서적 

스트레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으며, 국립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는 2020년 한 해에만 6,600명의 십 대와 청소년들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오늘 250만 달러를 들여 '학교 정신건강 자원 및 

교육기술지원센터(Mental Health Resource and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Schools)'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자취입니다. 원격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 능력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신 건강 인력 증가, 새로운 9-8-8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위기 생명선과 같은 위기 

개입 서비스 등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필요한 정신 건강 자원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합시다."  

  



Aileen Gunth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는 우리 모든 

지역사회에 필수적이며, 하원의원으로 몸담고 있는 동안 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신건강 자원 교육 센터 건립을 위해 2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사이자 하원의원인 저는 항상 제 

유권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이 기금이 뉴욕주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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