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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고품질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6억 5,800만 달러 지원 발표  

  

주 전역의 건강 시설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127개 프로젝트 및 계획 지원  

  

보조금은 뉴욕주 전역의 필수 건강 서비스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자금 6억 5,8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주 진료 

시스템 보호 및 개혁을 위한 127개 프로젝트를 후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뉴욕주 도미토리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이 진행하는 뉴욕주 진료 시설 개헉 프로그램(the 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은 고품질 진료를 입원, 1차 진료, 정신 보건, 약품 

남용, 장기 진료 등 주 전역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환자 진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안정적이고 평등한 진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뉴욕주 

전역의 병원 및 기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이 뉴욕 주민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보조금을 통해 주 전역의 127개 프로젝트르 지원합니다. 지역별 프로젝트 목록 및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ames McDonald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우리 진료 서비스 제공자들 및 시설을 현대화하여 통합 진료를 가능하게 하여 

뉴욕 주민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진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의지 덕분에 뉴욕은 최고 수준의 1차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진료 시스템은 뉴욕 주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진료 시설 개혁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일환으로 입원 환자, 1차 환자, 예방 및 기타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여 

의료 비용을 줄이고 뉴욕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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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전망 공급자의 재정 지속성과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존 또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금 지원은 뉴욕주 진료 시설 개혁 프로그램 III 2차 및 뉴욕주 진료 시설 

개혁 프로그램 IV 1차에 따른 것으로, 뉴욕주는 프로그램에 총 16억 8,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Statewide IV를 통해 추가 자금 1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Hochul 

주지사의 회계연도 2024 집행 예산(Executive Budget)에 Statewide V 설립 자금 1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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