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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전 지역에 걸쳐 원격 진료 이용 확대를 위한 300만 달러의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원격 진료 자금지원(Telehealth Capital) 프로그램, 혁신적인 원격 진료 도구의 배치를 

지원하고 소외된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뉴욕주와 자선단체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 의료 형평성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소외된 지역사회의 원격 진료 접근과 채택을 개선할 

신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300만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청각 및 원격 모니터링 장치를 구입하고 도서관, 

노숙자 쉼터, 약국 및 다른 위치와 같은 장소에 물리적 원격 진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의 각 10개 지역에 15만 

달러가 지급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보건 재단(New York State Health 

Foundation)과 제휴하여 Schmidt Futures의 추천으로 Eric과 Wendy Schmidt의 후원을 

통해 설립된 록펠러 자선 어드바이저스(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의 후원 

프로젝트인 민간 자선 지원 사업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은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위한 민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어디에 살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 진료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욕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모든 사람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원격 진료가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내내 뉴욕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로 인해 의사를 찾는 시간과 비용 없이 양질의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특히 정신 

건강과 약물 남용 치료에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funding%2Fsoi%2F18828%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48d8301a8dd40aa7aaf08d9ae9ec55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281921544048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PcJZ%2Bos9RazFJLlj38OWG2n4vI44SAUC174LFHgGcsc%3D&reserved=0


코로나19 팬데믹은 원격 진료의 채택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혁신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원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주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뉴욕은 구식의 위치 요건을 없애고 더 많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제공자들이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욕은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원격 진료의 도입에 관한 모범 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련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원격 진료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원격 진료는 뉴욕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행정부 부커미셔너인 Kristin Prou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격 진료는 뉴욕주의 미래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원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적시에 받을 수 있는 돌봄과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chmidt Futures의 공동 창립자이자 Google의 전임 최고경영자인 Eric Schmid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원격 진료가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원격 진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와 인프라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뉴욕 시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에 대한 뉴욕시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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