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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정신 건강 인력 대상 9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상환 프로그램 발표  

  

지역사회 정신 건강 기관 인원 모집 및 유지를 위한 주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중  

  

지원 대상 적격 지역사회 정신 보건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 고용시 최대 120,000 달러, 
정신과 간호조무사 고용시 30,000 달러까지 보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역사회 정신 건강 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과 간호 

조무사 모집 및 인력 유지를 위한 대출 상환 프로그램에 주정부 기금 9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OMH)이 집행하는 지역사회 정신 보건 대출 상환 프로그램(Community Mental Health 

Loan Repayment Program)은 3년간 등록 지역사회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정신과 의사의 경우 최대 120,000 달러, 정신과 간호조무사의 경우 30,000 

달러까지 대출 상황 지원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부문 최대 투자의 일환인 지역사회 정신 

건강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공정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 파트너들에게 최고 수준의 인력을 

모집하고 이들을 뉴욕주에 남아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최고 수준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된 정신과 의사 및 정신과 간호 조무사를 비롯해 파트타임 고용자 등 기존 

등록 지역사회 정신 보건 프로그램 직원들은 모두 상환 보조금 수령 대상입니다.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노동자들은 3년간의 고용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총 연간 보조금의 1/3을 매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정신과 의사는 최대 120,000 달러를, 정신과 간호 조무사의 경우 최대 

30,000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직원을 취해 대출 상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지원 자금을 소진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는 전국적인 보건 인력 부족 상황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간호 조무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파트너들은 필수 전문 인력을 유치 

및 유지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인 입원 및 종합 정신 건강 비상 프로그램에는 제28조(Article 28) 

입원 환자 정신과 유닛, 제31조(Article 31) 입원 병동 프로그램 및 종합 정신과 비상 

프로그램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선제적 지역사회 치료팀, 지속 

일간 진료팀, 아동 일간 치료, 입원, 개인 맞춤형 회복 중심 서비스, 정신 건강 외래 

치료, 재활 서비스 등 제31조 외래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 프로그램은 뉴욕의 의료 인프라 및 인력 개선과 강화를 위해 Hochul 주지사가 

추진하는 다개년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보거 및 

정신 위생 노동자 유지 보너스 12억 달러, 인력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 조정(COLA)으로 5억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신보건국은 2021년 가을부터 모집 및 유지 이니셔티브에 2,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2021 미국 구제 개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를 비롯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블록 

보조금(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Block Grant) 프로그램 및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의료 지원 퍼센티지(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공동 자금의 일시적 확장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OMH의 지역사회 정신 보건 대출 상황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OMH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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