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9/8/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위기에위기에위기에위기에 처한처한처한처한 PUERTO RICO 정부를정부를정부를정부를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사업사업사업사업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대표단대표단대표단대표단 대표대표대표대표, 연방연방연방연방 정부에정부에정부에정부에 Puerto Rico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의료의료의료의료 자금자금자금자금 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 확인할확인할확인할확인할 

것을것을것을것을 촉구촉구촉구촉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Puerto Rico 정부가정부가정부가정부가 의료의료의료의료 관리관리관리관리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간소화하고간소화하고간소화하고간소화하고 Federal Redesign 
Funds를를를를 신청할신청할신청할신청할 수수수수 있게있게있게있게 지원지원지원지원 

 
대표단대표단대표단대표단,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및및및및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농업농업농업농업, 관광산업관광산업관광산업관광산업,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및및및및 기술기술기술기술 개발개발개발개발 부문에부문에부문에부문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Puerto 

Rico를를를를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발표발표발표발표 
 

비디오비디오비디오비디오, 오디오오디오오디오오디오 및및및및 사진은사진은사진은사진은 아래아래아래아래 참조참조참조참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료 관리 시스템과 경제와 관련하여 위기에 처한 
Puerto Rico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능동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와 
뉴욕의 십여 명의 당선자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된 연대 대표단원들은 약 400명의 
의과대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San Juan에 위치한 University of 
Puerto Rico의 Medical Sciences Campus에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계획은 Puerto Rico 주지사인 Alejandro García Padilla의 초청으로 Puerto Rico 대표단의 
여행 중 마지막 시간에 발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이 여행은 Puerto Rico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Puerto Rico가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강조하고 자신의 행정부가 다시 번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Garcia Padilla 주지사와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과 Puerto Rico는 항상 강한 유대를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Puerto Rico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공평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Washington의 작은 
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Alejandro García Padilla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Puerto Rico계 미국 
시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요구하는 데 대하여 Puerto Rico 국민들의 편에 선 
Cuomo 주지사 및 기타 뉴욕 당국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로부터 공평한 대우를 받고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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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리의 동료들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의료의료의료의료 관리관리관리관리 문제문제문제문제 
 
Puerto Rico의의의의 기존기존기존기존 의료의료의료의료 관리관리관리관리 문제문제문제문제 
 
Puerto Rico 주민 중 약 68%는 Medicare, Medicare Advantage 또는 Medicaid를 통해 
의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Puerto Rico 정부의 경우 이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조달 방법은 50개 주에 대하여 비교했을 때 Puerto Rico에 불리한 
것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50개 주에서보다 Puerto Rico 주민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Puerto 
Rico에 있는 모든 Medicare 수혜자들 중 약 75%만이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Puerto Rico의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은 
미국에서 다음으로 가장 낮은 지역보다 40% 이상 낮습니다. Puerto Rico의 의료 자금 
조달 문제는 Medicare Advantage 비율이 2016년에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Medicaid에 대한 Puerto Rico의 연방 매칭 펀드는 매년 약 4억 달러로 배정됩니다. 
Puerto Rico는 자사의 Medicaid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받은 64억 달러의 블록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자금은 2017년까지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Puerto Rico의 의료보험사들은 매년 Affordable Care Act 관련 세금에 약 1억 
8,500만 달러를 지출하지만, Puerto Rico 주민들은 많은 Puerto Rico 연방 건강 보험 
거래소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업 건강 보험 비용은 주민들이 낼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정부는정부는정부는정부는 자금자금자금자금 조달조달조달조달 불평등불평등불평등불평등 문제문제문제문제 해결해결해결해결 촉구촉구촉구촉구 중중중중 
 
Cuomo 주지사 및 위임 대표단은 연방 정부가 Puerto Rico 의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평등성을 보장하고 Puerto Rico가 의존하는 블록 보조금을 보충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양의 자금을 제공한다면 정부기관은 비용을 절약하고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혁신에 직접 집중할 뿐 아니라 Puerto Rico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역 경제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Puerto Rico가가가가 보건보건보건보건 의료의료의료의료 시스템에시스템에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혁신혁신혁신혁신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개발할개발할개발할개발할 수수수수 있게있게있게있게 
지원지원지원지원 
 
2011년부터 Cuomo 주정부 산하 Medicaid Redesign Team은 비용 절약과 환자 결과 
개선을 모두 달성하는 뉴욕주의 의료 제공 시스템의 효율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이 
혁신은 “Medicaid Waiver”라는 형태의 80억 달러의 자금 투입과 함께 2014년 연방 
정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대표단은 뉴욕주에서 성공을 거둔 의료 시스템 재설계 전략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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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 위해 유사한 투자에 대하여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신청의 일환으로 혁신 
계획을 개발하는 부문에서 Puerto Rico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팀에는 
연방 정부와 뉴욕의 성공적인 Medicaid Waiver 협상에 참여했던 주요 담당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혁신 계획은 뉴욕에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 설계, 실적 평가 및 나눠 
쓰는 절약 요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Cuomo 주정부는 비용 절약과 실적 달성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개발과 데이터 마이닝 솔루션의 사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연방연방연방연방 정부정부정부정부 의료의료의료의료 기금기금기금기금 평등에평등에평등에평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실적과실적과실적과실적과 옹호를옹호를옹호를옹호를 개선하는개선하는개선하는개선하는 데데데데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주기주기주기주기 위해위해위해위해 Puerto 
Rico Hospital Association과과과과 Puerto Rico 의료의료의료의료 관계자들의관계자들의관계자들의관계자들의 협력을협력을협력을협력을 유도하는유도하는유도하는유도하는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및및및및 1199 SEIU의의의의 의의의의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의료의료의료의료 교육교육교육교육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Healthcare Education Project) 
 
Puerto Rico 정부를 지원하는 보건부 외에도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및 
SEIIU의 Healthcare Education Project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에 처한 Puerto Rico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섬에 대한 연방 의료 자금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 내의 모범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Puerto 
Rico Hospital Association과 Puerto Rico 보건 당국과의 공동 태스크 포스를 결성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경제경제경제 및및및및 관련관련관련관련 문제문제문제문제 
 
의료 관리 문제에 봉착한 Puerto Rico를 돕기 위한 노력 외에도 주지사는 Puerto Rico가 
경제를 강화하고 견인할 수 있게 설계된 수 많은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및및및및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Cuomo 주정부 고위 관리팀은 Puerto Rico 정부가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행하고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분배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 팀은 청정 에너지 경제를 견인하는 뉴욕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농업농업농업: 주정부는 연방 식품 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준수하고 Puerto Rico의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 준수 지원과 함께 
Puerto Rico에 뉴욕주 농업진흥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대표단과 Cornell University 대표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은 
이곳 뉴욕에서 재배하지 않는 Puerto Rico 시장 상품에 도움을 주는 양자간 무역 
협정에 따라 협력할 것입니다. 이어, Puerto Rico는 이 섬에서 성장하지 않는 
뉴욕에서 재배한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관광산업관광산업관광산업관광산업: 뉴욕주는 I LOVE NY 캠페인을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관광산업에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수익은 85억 달러 급증한 총 6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뉴욕은 Puerto Rico와 뉴욕을 오가는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공동협력사업인 I LOVE NY 관광산업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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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및및및및 기술기술기술기술 개발개발개발개발: 뉴욕주는 Puerto Rico에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더 
나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Puerto Rican 창업자, 기업가 학생,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을 연결하는 Commercialization Summit을 개최합니다. 

 
Melissa Mark-Viverito 뉴욕시의회뉴욕시의회뉴욕시의회뉴욕시의회 의장의장의장의장은 "이 여행의 중요성은 Puerto Rico에 대한 
뉴욕의 지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과거에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Puerto Rico 정부와 함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또한 우리가 연방 정부부터 의료 관리 문제와 이 섬의 채무 위기까지 적절하게 
꾸준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Washington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국내에서 가장 큰 Puerto Rican 인구 중 하나의 원점이기 때문에 뉴욕과 Puerto Rico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섬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당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이 여행은 절실한 시점에 놓인 Puerto Rico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중대한 시점에 Puerto Rico에 
대한 이 중요한 여행을 시켜준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Eric Schneiderman 법무장관법무장관법무장관법무장관은 "뉴욕시 거주자 10명 중 거의 1명은 Puerto Rico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뉴욕시민들에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뉴욕시는 비슷한 재정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최근 뉴욕주에서 우리는 
Medicaid 시스템에 대한 낭비와 남용을 재설계했고 성공적인 단속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Medicaid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든, 본토 지방당국에 정기적으로 부여된 파산 
보호장치든, Puerto Rico 당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arl Heastie 국회의장국회의장국회의장국회의장은 "뉴욕은 미국에서 Puerto Rico 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주의회는 최대한 모든 방법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를 선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관리와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뉴욕주가 Puerto Rico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중대한 연대 임무를 주관한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Bronx Borough 회장회장회장회장 Ruben Diaz Jr.는 "Puerto Rico는 뉴욕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여행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uerto 
Rico의 재정 불황에 대한 해결책은 리더십과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 여행은 그러한 정신을 실현합니다. Puerto Rico 정부 및 이곳 사람들과 직접 이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와 
정부 각료들과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cott M. Stringer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감사관감사관감사관감사관은 "이 특별 대표단은 정부, 기업, 의료업계 리더들과 
직접 연결하고, 기존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긴급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면서 뉴욕과 Puerto Rico 사이의 강한 유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uomo 주지사, Padilla 주지사 및 그룹 전체와 합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Korean 

Nydia Velázquez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Puerto Rico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각계 계층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표결에 붙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Marcos Crespo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Puerto Rico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모두 뉴욕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Puerto Rico 
정부 소속인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기존 보건 의료 
및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Puerto Rico 시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Puerto Rico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uerto Rico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연대연대연대연대 미션미션미션미션 
 
9월8일(월요일), 대표단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Puerto Rico의 San 
Juan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지사와 대표단은 La Fortaleza에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 Puerto Rico 주지사인 Alejandro García Padilla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대표단의 JFK 공항에서 출발 장면과 Fortaleza의 리셉션 행사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월 9일(화요일), Cuomo 주지사와 대표단원들은 의료 관리 문제와 Puerto Rico의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arcía Padilla 주지사를 포함, Puerto Rico 당국관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미팅에 이어, 대표단은 Puerto Rico가 보건 의료 위기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표단의 사업 계획 윤곽을 설명하기 위해 San Juan에 
위치한 University of Puerto Rico의 Medical Sciences Campus에서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원탁 회의는 약 400명의 의과대학생 및 지역 주민들 앞에서 열렸습니다. 
 
아침 원탁 회의에서 Cuomo 주지사의 발언 비디오는 YouTube(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TV-화질(h264, mp4)은 여기, 그리고 해당 발언에 대한 오디오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탁 회의에 대한 사진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원탁 회의를 마친 후 Cuomo 주지사와 대표단은 La Placita de Santurce 여행을 위해 
García Padilla 주지사와 함께 북부 San Juan으로 떠났습니다. 이 그룹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지 소유의 레스토랑인 Santaella에서 중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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