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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팀을 위한 

자금 2,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뉴욕은 전통식 치료에 잘 응대하지 않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5개의 능동적 청소년 지역사회 치료 팀을 위한 2,1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10세에서 21세 사이의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봉사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전담 

지역사회 치료 팀을 제정한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이 팀은 주거 또는 입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위험이 있는 젊은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뉴욕은 취약계층에 행동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주 전역의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OM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OMH가 

성공적인 성인 ACT 팀 모델을 수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최초의 주립 정신 건강 기관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 및 개발 중인 선구적 팀은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기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학교에 남아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Yvette Cla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필요한 지원과 치료를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이 

도움을 줄 올바른 솔루션을 찾도록 해야 할 책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선출 공무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LTSS(장기 서비스 및 지원)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관행을 금지하는 중요한 법안인 Latonya Reeves Freedom Act 

도입을 도왔을 당시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의 고위 위원으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기존 법률을 



성문화하고 정신 건강 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젊은 뉴욕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NYS 정신 건강 사무국과 우리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올바른 정신 건강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려는 Hochul 주지사의 약속 

덕분에 그 의무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지지하는 오늘의 자금 발표는 우리 

주의 혁신적인 청소년 전담 지역사회 치료 팀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전례 없는 피해를 입혔고 우리 아이들만큼 그 부담을 느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맨 처음부터 저는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 청년 성인 및 모든 미국인을 

지원하도록 노력했고,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CMHS 블록 보조금 및 FMAP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자금 확보를 도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위기의 

숨겨진 비용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헌신한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Kathleen Rice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청소년 전담 지역사회 치료 팀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대체 지원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어린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이러한 유형의 혁신적인 치료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뉴욕주 전역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Hochul 주지사에게 

지역사회 치료 팀에 2,100만 달러를 배정하여 어린이와 그 가족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한 것을 칭찬합니다. 지역사회 치료 팀은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우리 노력의 중요한 일원이며 이러한 

청소년 전담 지역사회 치료 제공자의 개발은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Daniel P. McCoy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주민들이 

매일 겪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지만, COVID는 특히 주요 

발달 단계에서 고립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신 건강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능동적 

지역사회 치료 팀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일원이며, 이를 청소년에게 

확장하는 것은 위대한 성공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며, 우리 시대의 기회로 떠오른 이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낸 국내 최초의 

지도력을 보여준 Hochul 주지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브룸 카운티의 Jason Garnar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브룸 카운티와 지역 제공자들에게 지속적인 

최우선과제입니다. 이 Youth ACT 팀은 대유행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과 함께 그 

필요성이 새로운 시급함을 느꼈을 때 왔습니다. Children's Home은 이러한 노력의 



훌륭한 파트너이며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지사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Ryan McMahon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새로 수여된 자금은 그 노력이 오래 갈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이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고 우리 주 파트너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헌신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Steven M. Neuhaus 오렌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종종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자원이 있고 이 중요한 자금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 건강은 중요한 의료 문제이며 ACT와 같은 인식 및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로 카운티 행정관인 Adam B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소년 전담 지역사회 치료 

팀은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와 가족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위기 관리를 비롯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결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치료, 

전문가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먼로 카운티 가족들에게 이 

중요한 행동 건강 관리를 제공한 Hillside Family of Agencies에 감사드리며 Kathy Hochul 

주지사가 이 혁신 프로그램에 투자를 아까지 않은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Anthony Picente 오나이더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는 뉴욕주 및 ICAN과의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최초의 청소년 전담 지역사회 치료 팀을 호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주자를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ACT 팀의 고유한 구조는 지역사회/가정 기반 모범을 통해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팀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George Latime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발판을 찾고 학교에 남아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성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이 행동 건강 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발표된 자금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뉴욕주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Anthony Jasenski 주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는 우리 카운티의 가장 취약한 청소년에게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표합니다. Youth Act Team은 Northern Rivers와 협력해 입원 

환자 또는 치료 센터에서 퇴원했거나 그러한 시설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 

집중적인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에서 

이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Rebecca Wydysh 주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과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도전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Youth ACT 

팀이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뉴욕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동안 젊은이들을 가장 친숙한 환경에 두는 것이 성공을 향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굳게 믿습니다."  

  

거의 1,500만 달러의 자금이 연간이며 주정부 지원 및 Medicaid 상환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600만 달러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CMHS) 및 블록 보조금 및 연방 의료 지원 비율(FMAP) 프로그램의 제한된 확장을 통해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일회성 창업 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구호 보조 세출법(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과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배정되었습니다.  

  

ACT(Youth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팀 제공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들은 정신과 

의사, 개업 간호사, 정신 건강 임상의 및 동료 지지자를 포함한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ACT 팀을 만들고 이를 감독할 것입니다.  

  

Jewish Board of Family & Children's Services CEO인 Jeffrey Brenn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정신 건강 인력에 대한 투자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Jewish Board는 

Hochul 주지사가 전통식 정신 건강 치료에 응하지 않았을 수 있는 청소년에게 

혁신적이고 증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청소년 지역사회 치료 

팀을 지원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가족에게 

집중적이고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연하고 강력한 회복의 문을 열 것입니다."  

  

Hillside 회장 겸 CEO인 Maria Crista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th ACT 프로그램은 

특히 생활 가운데 특히 취약한 시기에 젊은이와 가족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과 가정 기반 지원에 대한 적절한 초점을 유지하며 이는 항상 

이상적입니다. Hillside는 가장 필요할 때 지원과 지원을 제공할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료, 카운티 및 주 파트너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ircare의 Scott Ebner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ircare는 Onondaga 

카운티의 Youth ACT 팀을 위한 자금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ACT 모델은 지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복잡한 요구를 가진 가정을 지원하고 시설 보호를 피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에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활동에 필요한 부가 

요소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가족을 더 잘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팀 기반 접근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outh 

ACT는 행동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을 더 강력하고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Hope For Youth 전무 이사인 Dr. David Hegart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아동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 팀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종합 정신 건강 관리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고 

우리 ACT 팀은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Northern Rivers Family of Services Family of Services의 CEO인 William T. 

Gettman,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체의 어린이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길을 닦는 Hochul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Adult ACT는 성인들이 정신과적 문제와 함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효능이 있다고 입증되었고 우리는 그 

시행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Youth ACT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족, 친구 및 지원 시스템과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N 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s의 CEO인 Jeffrey Fried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자금은 우리 지역사회가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시기에 아동과 그 가족이 중요한 정신 건강 치료 및 위기 대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지사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로 뉴욕주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의 정서적 

웰빙을 위한 그녀의 헌신에 대해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Children's Home Wyoming Conference CEO인 George Dermod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hildren's Home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도약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Youth ACT 

팀은 가족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어린이의 정신 건강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Broome 카운티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고 

노력한 Hochul의 과감한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Child & Family Services의 사장 겸 CEO인 Elizabeth McPartlan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hild & Family Services는 Erie 및 Niagara 카운티와 협력해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정신 건강을 안정시켜 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입 및 배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C&FS는 150년 동안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Youth ACT와 같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ICAN의 CEO인 Steven Bul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중한 시대에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ICAN은 뉴욕주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쏟아준 뉴욕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그 가족은 기존 서비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혁신적인 Children's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모델은 적시에 적절한 개입이며 가장 취약한 청소년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Child & Family Services의 사장 겸 CEO인 Elizabeth McPartlan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hild & Family Services는 Erie 및 Niagara 카운티와 협력해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정신 건강을 안정시켜 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입 및 배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C&FS는 150년 동안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Youth ACT와 같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팀 접근법을 사용해 Youth ACT 팀은 집중적이고 고도로 조정된 개별화된 서비스와 

숙련된 치료 개입을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이 회복을 지원하는 수준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아동과 가족의 개별화되고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민감하고 유연하며 하루 24시간 7일 상시 지원을 아까지 않습니다.  

  

Youth ACT의 개발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NYS 정신 건강 사무국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팀이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자, OMH는 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를 

안내하고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원, 임상의, 가족 및 청소년 파트너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별 Youth ACT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  

올버니 &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봉사하는 Parson's Child and Family Centers, 36 슬롯 팀  

  

센트럴 뉴욕:  

오논다가 케이스 관리, 오논다가 카운티 서비스, 48 슬롯 팀  

Hillside, 체난고 및 코틀랜드 카운티 서비스, 36 슬롯 팀  

  

핑거 레이크스:  

Hillside, 먼로 카운티 서비스, 48 슬롯 팀  

  

롱아일랜드:  



Central Nassau, 나소 카운티 봉사, 48 슬롯 팀  

Hope for Youth, 서퍽 카운티 봉사, 36 슬롯 팀  

  

미드 허드슨:  

MHA Westcheste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봉사, 48 슬롯 팀  

  

뉴욕시:  

Child Center of NY, 맨해튼 봉사, 48 슬롯 팀  

Jewish Board of Family & Children's Services, 스태튼 아일랜드 봉사, 36 슬롯 팀  

Jewish Board of Family & Children's Services, 퀸즈 봉사, 36 슬롯 팀  

Jewish Board of Family & Children's Services, 브롱크스 봉사, 36 슬롯 팀  

JCCA, 브루클린 봉사, 48 슬롯 팀  

  

서던 티어:  

Children's Home of Wyoming, 브룸 카운티 봉사, 48 슬롯 팀  

  

웨스턴 뉴욕:  

Child and Family Services, 이리 및 나이가라 카운티 봉사, 48 슬롯 팀  

  

모호크 밸리:  

Integrated Community Alternatives Network (ICAN), 오나이더 카운티 봉사, 48 슬롯 팀  

  

OMH는 곧 다음 카운티의 어린이와 가족에게 봉사할 또 다른 5개 팀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역:  

워런, 워싱턴 및 사라토가 카운티에 봉사하는 한 팀  

  
미드 허드슨:  

오렌지 카운티에 봉사하는 한 팀  

  

모호크 밸리:  

풀턴 및 몽고메리 카운티에 봉사하는 한 팀  

  

핑거 레이크스:  

온타리오, 웨인, 세네카 및 예이츠 카운티에 봉사하는 한 팀  

  

서던 티어  

스튜벤 및 셔멍 카운티에 봉사하는 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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