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집중 위기 안정화 센터 신규 설립을 위한 7,500만 달러 지원 발표  

  

시설에서는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응급실 방문 및 돌봄 

수요 완화에 도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추가 9곳의 집중 위기 안정화 센터(Intensive Crisis 

Stabilization Center)를 주 전역에 신설하여 행동 보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성인,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에서 평가, 돌봄, 치료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행동 보건 위기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탄탄하고 종합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안정화 센터는 예약 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안전하고 환영 받는 환경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동 보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집중 위기 안정화 센터는 정신 보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정신 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과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의 권한으로 설립되었으며, 

극심한 정신 보건 또는 약물 사용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응급 치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여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합니다. 센터는 피어 및 회복 중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후속 서비스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보건국의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한 뉴욕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약속은 OMH가 뉴욕 주민의 정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행정 예산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지사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개인 및 가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안정화 



 

 

센터는 신규 이동 위기 팀, 위기 주거 프로그램,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등과 함께 행동 

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지원 및 개선합니다."  

  

Chinazo Cunningham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보건 또는 약물 

사용 위기에 놓인 사람은 가능한 신속하게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정상적인 병원 운영 시간 외에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집중 위기 안정화 

센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주간이나 야간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개선하고 뉴욕주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지원합니다."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정신 보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코로나 구제 

법안에 정신 보건 관련 자원 확대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방정부의 투자 덕분에 뉴욕 전역의 지역들은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최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9개의 새로운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위원장인 Pete Harckham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행동 보건 및 약물 사용 질병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고 돕는 유일한 

방법은 필요할 때 적절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홉 곳의 

지역사회 기반 위기 안정화 센터는 주 전역에서 위기 완화, 특히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주 의회의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Samra Brou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정신 보건 위원회(Senate Mental 

Health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저는 뉴욕주에서 정신 보건 및 약물 사용 위기 대응 

변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집중 위기 안정화 센터에 대한 투자를 통해 

뉴욕은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 중심의 전문적 의료 

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로체스터 유니티 병원(Unity Hospital)에 새롭게 

만들어질 집중 위기 안정화 센터를 환영합니다. 또한 정신 보건 위기 개혁을 추진하는 

다니엘 법(Daniel's Law) 통과로 인한 진전을 이어갑니다."  

  

연방 보충 지역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블록 보조금(Federal Supplemental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Block Grant)를 통해 지원받는 시작 비용 약 1,500만 달러로 

센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OMH와 OASAS는 2차 RFP를 발표하여 뉴욕시 두 곳, 주도 

지역 한 곳 등 위기 개입 센터(Crisis Intervention Centers)를 추가 세 곳 설립합니다. 1차 

라운드 지역별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New York City  
PROMESA; 1776 Clay Ave, Bronx, NY  
  



 

 

Long Island  
Central Nassau 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s; 950 Oyster Bay Rd., Hicksville, NY  
  
Mid-Hudson  
Samaritan Daytop Village; 950 Route 45, Pomona, NY  
  
Finger Lakes  
Unity Hospital; 89 Genesee Street Rochester, NY  
  
Western NY  
BestSelf Behavioral Health; 430 Niagara Street Buffalo, NY  
  
Southern Tier  
CASA - Trinity; Church and Judson Street Elmira, NY  
  
Central NY  
Helio Health; 329 North Salina St., Syracuse, NY  
  
North Country  
Champlain Valley Family Center for Drug Treatment and Youth Services; 14 Dormitory 
Drive, Plattsburgh, NY  
  
Mohawk Valley  
Neighborhood Center; 344 South Washington St., Herkimer, NY  
  

센터는 또한 OMH 및 OASAS의 공동 승인을 받게 되며, 지역 정신 위생국장(Local 

Mental Hygiene Director),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사법 집행 기관, 기타 인증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추천과 후속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센터는 뉴욕시의 종합 위기 대응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거주 

지역이나 지불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 위기 안정화 

센터(Intensive Crisis Stabilization Centers)와 더불어, OMH와 OASAS는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Supportive Crisis Stabilization Centers)를 개발하여 현장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에서 더욱 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두 곳의 기관은 최근 

뉴욕주 전역에서 12개의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를 새로 설립하기 위한 RFP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2년 동안 뉴욕주 988 위기 예방 전화에 9,500만 달러(2022~23 회계연도 

3,500만 달러 및 2023~24 회계연도 6,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행동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988 위기 전화로 전화 또는 문자(또는 988lifeline.org 웹사이트 채팅 기능 

이용)를 보내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71-million-available-development-12-supportive-crisis-stabilization&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47986817093741140e9408da69a51f7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84551741157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2B2t5p%2BpWGSaWYOoAoYE664RpAJS4Qj%2BgW1PeqGco40%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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