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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만 달러 발표
주지사 새로운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2000만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이동 정신건강팀, 가정 같은 입주 프로그램 및 조기 개입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정신건강 서비스가 개발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정신건강실에서 배정된 2000만
달러로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성인에게 같이 제공되며 정신과 진료 접근성을 증대하여
뉴욕주민들이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뉴욕주민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더욱 편리한 장소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우리 커뮤니티들이 더욱 튼튼하고 건강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즉각적 진료 이용은 필수적인데
이러한 새 프로그램은 가장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예산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의 필요성을 줄일 목적으로 더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의 가용성 및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뉴욕주의 5900만 달러의
일부입니다. 이 자금은 또한 최초의 정신병 에피소드를 경험하는 젊은 성인을 위한 조기
식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Syracuse 및 Rochester의 두 OnTrackNY 팀을
지원합니다. OnTrackNY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정신병 환자의 경우 회복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용적이고 종합적인 커뮤니티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으로 가능성이 커집니다”라고 뉴욕주 정신건강실 실장 Ann
Marie T. Sullivan, MD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즉각 제공하고 뉴욕주민들을
본거지에 위치한 광범위한 치료 옵션에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부적절한 응급과 이용,
입원 및 기타 단절적인 장기간의 자택외 배치를 줄입니다.”
프로그램의 예:
Long Island, North Country, Southern Tier, Rochester 지역 및 뉴욕주 서부 지역의

이동통합팀
현재까지 약 2,000명의 뉴욕주민들을 섬긴 정신건강실의 이동통합팀은 정신병 환자를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상 개입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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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건강 평가, 저신과 재활 및 회복, 또래 지지 그룹, 기능 구축, 위기 평가 및
개입, 법적 제도 협조, 커뮤니티 지지 및 케어와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팀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뉴욕주민들을 위해
종합적인 이동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ix Hills, Elmira 및 Syracuse의 아동 및 청소년 위기 유예가료의 집
현재까지 200여명의 뉴욕주 아동 및 청소년을 섬긴 정신건강실의 아동 및 청소년 위기
유예가료의 집은 10-17세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입주 진료를 제공하며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고 위기의 청소년과 그들을 보살피는 간호자들을 위해 “숨쉬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간호자를 돕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위기 안정화, 행동 지지, 투약 교육 및 훈련, 가족 및 또래 지지, 양육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수 주 내에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보조금은 현재 주 전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추가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실의 이동통합팀 및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브로셔를 다운로드하십시오:
Long Island 이동이동위기팀 브로셔
North Country 이동통합팀 브로셔
Rochester 이동통합팀 브로셔
Southern Tier 이동통합팀 브로셔
뉴욕주 서부 지역 아동이동통합팀 브로셔
정신건강실의 아동 청소년 위기 유예가료의 집 및 입주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브로셔를 다운로드하십시오:
Elmira 아동 청소년 위기 유예가료의 집 브로셔
Syracuse 아동 청소년 위기 유예가료의 집 브로셔
Dix Hills 아동 청소년 위기 유예가료의 집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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