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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2개의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 개발에 7,1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   
  

12개의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 주 전역에서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위기에 직면한 뉴욕 시민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12개의 새로운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Supportive Crisis Stabilization Centers)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7,1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사용 위기 증상을 가진 개인에게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지원 센터에 

대한 투자는 나이, 지불 능력, 거주지, 출신지에 관계없이 어떤 뉴욕 시민도혼자서 

위기를 헤쳐 나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는 위기에 

처한 뉴욕 시민들에게 연중무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는 의료 격차를 

없애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OMH)과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은 새로운 SCSC 개발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는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개인이 환영과 회복에 중점을 둔 환경에서 즉시 

필요한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센터는 사람들이 정서적 고통이나 

약물 사용에 대한 충동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루 연중무휴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는 또한 긴급 주택, 건강 관리, 음식, 장애 서비스, 약물 사용, 그리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들에 수혜자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커미셔너인 

Chinazo Cunningham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필요한 관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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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센터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위기를 위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며, 주 

전역에 걸쳐 뉴욕 시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이 정신 건강 

때문이든 중독과의 사투를 벌이든 침묵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정신 건강 자원을 늘리고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방 

코로나 구제 법안이 역사적인 증가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방정부의 투자 덕분에 뉴욕 전역의 지역들은 정신 건강 위기와 오피오이드 

재앙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최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12개의 새로운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aul Tonko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 자주 간과되고 

충족되지 않는 미국인들의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요구가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시작부터, 저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중독 치료법을 전달하기 

위한 재원을 포함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자원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어 감사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 정신 재활 서비스 협회 협회장인 Harvey Rosenth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새로운 첨단 위기 안정화 센터를 열기로 한 계획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보다 

포괄적인 위기 서비스 연속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센터는 주의 새로운 9-8-8 정신 건강 핫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후속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더 많은 옵션을 

만들어준 Hochul 주지사와 Sullivan 및 Cunningham 커미셔너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주 정신 건강 협회 협회장인 Glenn Lieb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사와 Sullivan 및 Cunningham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는 988과 지역사회 서비스 사이에 절실히 필요한 교량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는 또한 응급실과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협회(New York Association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Providers) 실무 책임자인 John Coppo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약물 과다 복용과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도움을 찾는 개인의 전염병 수준을 

계속 경험함에 따라 Hochul 주지사가 지원하는 위기 안정화 센터를 설립하면 보다 

포괄적인 공중 보건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 건강 연합(The Coalition for Behavioral Health)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Amy 

Dor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 지도자들과 함께 행동 건강 

위기에 처한 개인들에 대한 보살핌을 개선하고 위기 연속체를 구축하기 위한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 위기 안정화 센터는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환영하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주신 Hochul 지사님, Sullivan 커미셔너님, 

Cunningham 커미셔너님을 칭찬합니다."  

   

이 센터는 연중무휴 모든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할 예정이거나 제공하기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발적이고, 개인 중심적이며, 트라우마 정보에 입각하고, 

탄력성과 복구 지향적인 동료 지원을 강조합니다.  

   

이 12개 센터는 NYSOMH와 OASAS가 공동으로 인증하고 지역 정신 위생 책임자,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식별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발될 것입니다.  

   

기금에는 약물남용 정신보건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이 관리하는 연방 지역사회 정신건강 블록 보조금(Federal Community 

Mental Health Block Grant) 프로그램의 1,500만 달러에 이르는 창업 자금이 

포함됩니다.  

  

이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구호 보조 세출법(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및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의 일환으로 뉴욕주에 수여되었습니다.  

   

OMH 및 OASAS는 동료 주도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기금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501(c) (3) 법인의 비영리 기관 또는 심각한 정신 질환 및/또는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익 법인이 

이러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RFP는 OMH 웹사이트:  

https://omh.ny.gov/omhweb/rfp/의 조달 기회(Procurement Opportunities)와 OASAS 

웹사이트(https://oasas.ny.gov/procurement의 조달 기회(Procurement 

Opportuniti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FP에 대한 제안서는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2022년 10월 5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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