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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추가 프로그램
개설을 발표하다

맨해튼, Rochester 및 Albany에서 새로운 장소를 개설하다; OnTrackNY 프로그램은
2016년 말까지 8개의 추가 장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 발생하는 정신분열증을 알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뉴욕주 차원의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의 정신건강사무소(Office
of Mental Health)가 운영하는 OnTrackNY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뉴욕주 전역에 마련된
곳에서 혁신적인 팀 기반의 정신질환 치료, 고용 및 교육 서비스, 가족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 곳의 새로운 장소는 맨해튼, Rochester, Albany에 개소되었고, 여덟 곳의
다른 곳들도 2016년 말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조기 개입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정신분열증을 처음 경험할 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첫
날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맨해튼, Rochester, Albany에 세 개의 새로운 OnTrackNY 프로그램이 제공됨에 따라
현재 12곳의 OnTrackNY 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여덟 개의 추가
프로그램이 뉴욕주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곳들은 Binghamton, Bronx(2곳), Brooklyn,
Garden City, Middletown, Queens, Staten Island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곳들이 완전히
활동하게 되면 20곳에서 펼쳐지는 OnTrackNY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760개 뉴욕주
청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뉴욕 주 정신건강사무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뉴욕 청년들에게 이 종합
프로그램을 확장할 기회를 계속 마련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라고 뉴욕주 정신건강사무소의 Dr.
Ann Marie T. Sullivan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특히 직장과 학교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정신
건강 서비스로 쉽게 접근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정신분열증 증상이 발현되는 뉴욕주민이 약 3,000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두면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 긴장된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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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포함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정신분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노숙, 유폐,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정신병을 치료하지 않고 보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집니다. 흔히,
정신분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로 이어져서, 개인과 가족에게 고통스런 인적 비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시스템에도 상당한 금융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2013년에 시작된 OnTrackNY 프로그램은 최근 정신병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회복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팀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nTrackNY은 정신병을 앓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학교, 직장, 사회관계에 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결정 공유, 청년 친화적이고
환영하는 환경, 그리고 유연하고 접근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포함한
돌봄(care) 원리를 따릅니다.
OnTrackNY은 뉴욕주 정신건강실과 미국약물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ontrackny.org/을 방문하십시오.
가까운 지역 암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http://ontrackny.org/Contact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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