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2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및 유지를 위한 2억 400만 달러 규모 

기금 지원 발표  

  

뉴욕주 내 95개 필수 의료 서비스 지원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보호 및 개선시킬 95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2억 4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 전역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 지역사회에 필요한 입원, 1차 진료,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환자 

진료 서비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2년 동안 의료 접근성을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설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주 전역에서 21세기형 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향후 수십 년간 

주민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가 개선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맞은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 인권입니다. 이 중요한 투자는 모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그 적용 범위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의미 있는 기금 지원으로 모든 뉴욕 주민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95개 의료 기관, 특정 기금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지역을 클릭하세요.  

  

지역  지원액수  

주도 지역  620만 달러  

센트럴 뉴욕  2,11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1,390만 달러  

롱아일랜드  1,570만 달러  

미드 허드슨  2,440만 달러  

모호크 밸리  790만 달러  

노스 컨트리  1,220만 달러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apital_district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entral_ny_region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inger_lakes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ong_island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id_hudson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ohawk_valley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orth_country_awardees.pdf


뉴욕시  7,770만 달러  

서던 티어  1,130만 달러  

웨스턴 뉴욕  1,290만 달러  

  

이 기금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제정된 뉴욕주 전역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에 의거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지원으로 뉴욕주 전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유지 

및 확대하려는 주 정부의 공약을 이어갑니다. 또한, 주지사의 2019-20 행정부 

예산에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2018-19 제정 예산에서 승인된 의료 

시설 개선 기금(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Funds) 5 억 2,500만 달러 중 최대 

3억 달러를 이번 차수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의료 기관이 신청한 프로젝트에 배정할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에 의해 관리되며,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목적을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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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기본 목표는 2020년까지 불필요한 내원 횟수를 

25%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뉴욕주 전역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 보조금은 의료 서비스 안전망 공급자의 

재정 지속성과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존 또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금 지원 

덕분에 뉴욕주 의료 파트너 및 시설이 공동의 목표인 환자 치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보다 현대화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확고한 의지 덕분에 뉴욕주는 고품질 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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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c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outhern_tier_awarde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estern_ny_awarde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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