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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만성병만성병만성병만성병 예방예방예방예방 및및및및 통제를통제를통제를통제를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7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비만비만비만비만, 당뇨당뇨당뇨당뇨, 심장병심장병심장병심장병 및및및및 뇌졸중과뇌졸중과뇌졸중과뇌졸중과 싸우는싸우는싸우는싸우는 전주전주전주전주 기관들을기관들을기관들을기관들을 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비만, 당뇨, 심장병 및 뇌졸중을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4개 기관에 700만 달러가 교부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교부하는 이 보조금은 다음 3개년에 걸쳐 분배될 것입니다. 

 

“뉴욕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은 매일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는 기관들의 노고의 결과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치명적이지만 예방 가능한 질병과 싸우는 이러한 기관들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뉴욕주를 향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교부금 수령 기관들은 만성병 비율이 높고 및/또는 소수자 인구가 40% 이상인 

카운티들을 섬깁니다. 이 보조금으로 각 기관들은 커뮤니티와 보건 상황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행위를 뒷받침하고 재강화하며, 라이프스타일 변경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임상 서비스에 연계하는 전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소매점에서의 건강 식품 가용성 증대로부터 걷기를 장려하고 

보건 직원의 커뮤니티 개입을 진작하는 커뮤니티 계획의 구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기관기관기관기관 섬기는섬기는섬기는섬기는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들들들들) 교부교부교부교부 액수액수액수액수 

Albany 카운티 보건과 Albany 879,880달러 

뉴욕주 중부 지역 

보건증진 협력체  

(HealtheConnections) 

Cayuga, Cortland, 
Herkimer, Oneida, 

Onondaga 및 Oswego 

2,053,020달러 

Hudson River HealthCare, 
Inc. 

Rockland 및 

Westchester 

2,053,0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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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서부 지역 P2 

협력체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Erie, 
Genesee, Niagara, 

Orleans 및 Wyoming 

2,053,020달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CDC가 커뮤니티에서 만성병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뉴욕주민들이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당면 과제입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예방 가능한 질병의 조류를 

전환시키려면 추구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보건부의 다부문 공중보건 조치를 위한 로컬 이니셔티브, 즉 로컬 

IMPACT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집단 건강을 개선하고, 보건 

진료를 개혁하며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예방 어젠다, 주의 보건 청사진뿐만 아니라 주 

보건 혁신 계획, 보건 제도 개혁 인센티브 지급 및 공중보건 개선 프로그램 같은 현행 주 

보건 이니셔티브와 맞추는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하원하원하원하원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상업상업상업상업 보건보건보건보건 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 선임위원인선임위원인선임위원인선임위원인 Eliot E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심장병과 당뇨 같은 만성병 은 미국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부과합니다. 

고맙게도 간단한 라이프스타일 변경이 건강과 안녕을 위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질병을 불러들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강한 연방-

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연방 교부금이 뉴욕주 전역에서 바로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쁘며 모든 

뉴욕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Cuomo 지사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Nita M. Low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건 기관들이 

만성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 연방 투자로 Hudson River 

HealthCare가 Westchester 및 Rockland 주민들에게 일류 진료 제공을 계속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 차석 위원으로서 본인은 Lower Hudson Valley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보조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Brian Higgin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보건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대화의 초점이 예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P2 Collaborative 같은 기관들은 의료 제공 

기관과 그들이 건강한 행위를 증진하기 위해 섬기는 지역사회 사이를 연결합니다. 

뉴욕주가 교부하는 연방 보조금 200여만 달러는 뉴욕주 서부 지역의 만성병을 억제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Paul Tonk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만성병은 미국인 사망의 약 

70%를 차지하고 우리 의료 비용의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보건 리스크는 

만성병이 야기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건강 생활을 증진하는 Local IMPACT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실의 이 지원은 Albany 카운티의 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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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모르고 결의에 찬 보건 전문가들이 주도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목적을 위한 연방 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도 하원에서 본인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하원하원하원하원의원의원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건강한 커뮤니티가 

강한 커뮤니티입니다. 그것이 비만, 당뇨 및 심장병과 싸우고 예방하기 위한 도구와 

전략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John Katk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주 전역의 기관들이 

만성병 및 희귀병과 싸우고 뉴욕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중부 지역의 경우 이 보조금으로 

HealtheConnections는 진료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지역의 개인과 가족을 위해 만성병을 줄이고 보건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 및 천식 같은 만성병이 사망, 장애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것들이 뉴욕주에서 모든 사망의 약 60%를 

차지하고 수 백만 뉴욕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병 예방과 뉴욕주 예방 어젠다 2013-2017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health.ny.gov/prevention/prevention_agenda/chronic_disease/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