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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거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820만 달러의 계획 발표  

  

주 정부, 노숙자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8개의 행동 건강 전문가 팀을 

설립하기 위해 자금 지원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팀을 모델 삼아 거리 노숙자 비율이 높은 뉴욕주 지역에 

배치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8개의 안전 옵션 지원(Safe Options Support) 팀을 설립하기 

위해 3,820만 달러의 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 팀은 뉴욕 외 지역에서 

노숙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집중적인 봉사, 참여 및 돌봄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정신건강국(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이 팀들은 현재 뉴욕시의 거리와 지하철 시스템 내에 머물고 있는 비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팀들을 모델로 할 것이고 거리 노숙률이 높은 주 지역에 배치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부족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집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을 향한 길을 시작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 옵션 지원 팀에는 노숙을 경험하는 뉴욕 시민들을 중요한 서비스 및 쉼터와 

연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행동 건강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허가 

있는 임상의, 치료 관리자 및 지방 정부, 지역사회 파트너, 병원, 법 집행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동료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정신건강국은 8개의 팀을 각각 설립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최대 47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개별 팀은 가장 즉각적이고 

시급한 필요가 있는 지역의 뉴욕 시 외곽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팀들이 작년에 뉴욕시에 배치 되어 거리와 지하철 시스템 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개인들에게 지원과 보조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개 팀이 노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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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4,500번 이상의 봉사활동가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거의 200명의 사람들이 임시 쉼터에 배치되었고 

600명 이상이 팀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신 건강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 옵션 지원 팀은 

서비스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에서 가장 취약한 일부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SOS 팀 모델은 뉴욕에서 효과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노숙률을 경험하는 주의 다른 지역의 

팀들을 곧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 옵션 지원 팀은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과 협력하여 삶의 기술을 구축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공적으로 관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이 팀은 봉사 활동 외에도, 병원, 사회 복지부, 법 집행 기관, 지역 

사회 제공자 및 그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도 받습니다.  

  

이 팀은 Critical Time Intervention을 활용하는 데 이는 취약한 개인을 삶의 전환이 어려운 

시기에 주거 및 서비스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 기반 관행입니다. 팀은 이 모델에 

따라 신속하게 연락처를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팀은 조회 시점부터 지여갓회 주택, 치료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조정된 치료 전환 활동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는 신속한 연결을 보장하고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 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검토하고 조정합니다.서비스는 최대 12개월 동안(숙박 전 및 숙박 후 

배치) 제공되며, 매주 몇 시간씩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집중적인 초기 지원 및 

참여 기간이 제공됩니다.   

  

팀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기 효능과 회복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팀의 자원봉사 활동은 치료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러한 안전 옵션 지원 팀과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 중인 팀 외에도, 

뉴욕의 연속적인 정신 건강 관리를 점검하고 충족되지 않은 정신 건강 요구를 가진 

개인의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그녀의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뉴욕시에서 5개, 나머지 

주에서 3개 총 8개 팀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시정 연설에서 발표된 이 

10억 달러의 다년간 투자는 외래 및 입원 환자 서비스를 대폭 확장하고, 학생을 위한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클리닉을 신설하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3,500개의 추가 

주택을 조성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시 및 장애지원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Daniel W. Tiet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델은 노숙을 경험하고 길거리에서 사는 많은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comprehensive-plan-fix-new-york-states-continuum-mental-health-car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f1326688b27486ac95c08daf8c4d2a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9582149463573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ugzIdqqy%2F4h5vq73VElgfBNxM7HwkGdcBlWIsOhA%2Fc%3D&reserved=0


사람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을 인식합니다. 이 모델은 사람들을 장벽이 낮은 쉼터와 

서비스에 연결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뉴욕 이외의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우리의 가장 취약한 동료 뉴욕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추가 서비스 및 지원 사무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Chinazo 

Cunningham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들이 가장 취약한 뉴욕 

시민들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전 옵션 지원 팀은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경직되지 않고 판단력이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Samra Brouk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거 불안은 북부 도시에서 증가하는 

문제이며, 저는 Hochul 주지사님께서 중요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지원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야 하며,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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