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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의 10개 병원 및 요양원에 7290만 달러의 교부금 지급을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환자 진료를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며, 모든 뉴요커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주의 의료 체계를 변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시의 10개 병원 및 
요양원에 729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급한다고 오늘 발표히였습니다. 
 
본 교부금은 뉴욕주의 의료효율가용성법(HEAL NY)을 통해 제공됩니다. 전주적으로 3억 110만 
달러의 HEAL NY 교부금은 주 전역의 40개 병원 및 요양원이 일차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를 
개선하고, 잉여 침상 수를 제거하며, 병원 및 요양원의 입원 환자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부금에는 최근 Peninsula General Hospital의 폐쇄 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St. John's Episcopal Hospital에 수여되는 자유재량적 HEAL NY 기금 54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의 의료 체계를 변혁하기 위한 Medicaid 재설계팀의 노고와 우리의 조치로 인해 우리는 
이미 비용을 줄이고 환자를 위한 진료를 개선하는 쪽으로 중요한 걸음을 떼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병원 및 요양원에 대한 이 교부금은 우리 의료 시설들이 양질의 
의료를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모든 뉴요커들이 필요할 때 
가능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교부금은 뉴욕주 보건부(DOH)와 뉴욕주 기숙사국(DASNY)을 통해 할당되는데 지난 7년 동안의 
20개 별도 HEAL NY 단계를 통해 의료 개혁에 투자된 근 30억 달러 기금의 일부입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은 Cuomo 지사의 Medicaid 재설계팀의 권고 사항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는 구조조정, 합병 및 운용 재정비를 통해 의료 시설이 더욱 효율적이고 높은 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교부금은 의료 제공자들 사이의 협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병원 입원환자 공간을 외래 
환자 및 통원 진료 공간으로 그리고 입원환자 요양원 수용 능력을 다른 제한이 덜한 형태의 장기 
진료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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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는 전주의 다양한 그룹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Brooklyn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이 향후 라운드에서 조달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Nirav R. Shah, M. D., M.P.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병원 
및 요양원들이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하고 그들 지역사회에서 식별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침상 및 서비스의 재구성에서 그들의 지략과 효과성에 감명 
받았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크고 작은 시설들이 서비스의 더 큰 통합 및 새로운 환자 중심 진료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의료 체계가 제시하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DASNY 국장인 Paul T. Williams,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ASNY는 뉴요커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Cuomo 지사, 보건부 및 우리의 전주 의료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개선과 협업을 뒷받침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덕이 
되는 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전주 보건 제도를 위한 의료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인프라와 효율성의 개선을 넘어 우리 주의 미래 건강에 영향을 미칠만큼 이 
교부금의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뉴욕시 전체의 병원과 의료 제공 기관들은 HEAL NY 기금에서 약 
7300만 달러를 받을 것인데, 이는 우리 지역사회 및 동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상당한 
투자입니다.” 
 
상원의원 Andrew Lanz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의 의료 시설에 대한 변혁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HEAL NY 프로그램에 의거 Carmel Richmond Nursing Home과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가 교부금을 받았음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Staten Island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Staten Island 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교부금을 전달하려고 저의 사무실과 협력하신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NYC를 위한 HEAL NY 교부금의 목록입니다: 
 
뉴욕시 
HHC Woodhull Medical and Mental Health Center  2,124,850 달러 
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Brookdale University Medical Center  21,425,000 달러 
The Brooklyn Hospital Center/Interfaith Hospital  1,000,000 달러 
St. Barnabas Hospital  5,100,000 달러 
Lincoln Medical and Mental Health Center  2,851,044 달러 
Montefiore Medical Center  20,000,000 달러 
HHC Harlem Hospital Center  3,858,65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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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el Richmond Nursing Home, Inc.  1,095,030 달러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  10,000,000 달러 
St. John's Episcopal Hospital  5,357,680 달러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