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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가족과가족과가족과가족과 출산출산출산출산 예정예정예정예정 가족을가족을가족을가족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가정가정가정가정 방문방문방문방문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77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위험한 환경에 있는 가정에 산전 및 산후 조리를 

지원하기 위해 7개 보건서비스 기관에게 77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은 미 보건복지부(DHHS) 유소아 모자 가정 방문 프로그램(MIECHV)으로부터 이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운 부모과 출산 예정 부모는 높은 수준의 산전 및 산후 조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뉴욕주에서 위험한 환경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최연소 뉴욕주민들의 

일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가정과 맞벌이 가정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의 MIECHV 프로젝트는 검증된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 방문자는 

주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 산모의 건강과 복지 및 경제 지원 필요성, 갓난아기의 건강, 

학습준비도 및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을 평가합니다. 가정 방문자는 출산 결과를 

향상시키고 가적들에게 필요한 서비를 연결시키주기 위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 방문 프로그램은 중요한 산전 기간, 출생 기간, 어린 유년 기간 동안 가족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녀가 가급적 최상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뉴욕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MIECHV 프로젝트는 연간 2,400 가정을 대상으로 10개의 가정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70만 달러의 자금이 추가 지원되면 7개의 새로운 가정 방문 

프로젝트가 추가되어 추가로 연간 700 가정이 2년 3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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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 대상대상대상대상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연간연간연간연간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총총총총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Schenectady 카운티 

보건서비스 

Schenectady HFNY 400,000 

달러 

900,000 

달러 

Sunset Park 

보건위원회/Lutheran 

가정 보건센터 

Kings HFNY 700,000 

달러 

1,575,000 

달러 

The Institute for 
Family Health 

Duchess HFNY 295,059 

달러 

663,883 

달러 

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Kings HFNY 382,162 

달러 

859,865 

달러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Developmental 
Services, Inc. 

Chemung NFP 398,498 

달러 

896,621 

달러 

Montefiore Home 
Care 

Bronx NFP 640,000 

달러 

1,440,000 

달러 

Morris Heights Health 
Center, Inc. 

Bronx HFNY 625,000 

달러 

1,406,250 

달러 

총계총계총계총계   3,440,719 

달러달러달러달러 

7,741,618 

달러달러달러달러 

뉴욕주 보건부장관대리 Dr. Howard Zuc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자, 사회복지사 

및 기타 교육 받은전문가들의 가정 방문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젊은 가정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건강을 향상하고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는 도구를 갖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수백 명 

이상의 가정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소아 모자 가정 방문 프로그램은 

위험한 환경에 있는 가정과 출산 예정인 산모들이 신생아를 위한 초기 순간들과 이후 몇 

년 동안 보다 잘 대처해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 교육,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정 계획부터 아동 학대 예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좀 더 일찍 제공할수록 우리 아이들과 젊은 가족들이 양육에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아집니다. 이처럼 스마트한 연방 투자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산모와 뉴욕 가정들이 양육과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계속 펼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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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B. Rangel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Cuomo 주지사의 활동에 갈채를 보냅니다. 

HHS에서 제공하는 꼭 필요한 지원금으로 Bronx의 두 곳을 포함해 우리 뉴욕주에서 

뉴욕주민들은 새로운 가정 방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수적인 보건 및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산 예정인 산모와 출산한 산모에게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일은 

가정의 안녕에 투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보건복지부가 뉴욕의 유소아 모자 가정 

방문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원한 연방 지원금은 꼭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달리 

이용할 방법이 없었던 위험에 처한 많은 가정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수백 개의 뉴욕 가정들은 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힘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Congressman José E. Serran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지원금 덕택에 많은 

Bronx의 더 많은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무탈하게 출산을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경제적인 자족을 이뤄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되며, 보건소나 의사를 찾아가는 번거로움도 

덜게 되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 임산부들이 임신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우리 가족의 안녕에 필요한 이처럼 중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려는뉴욕주 

보건복지부의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소아 모자 가정 방문 

프로그램(MIECHV)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가정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곳이 되도록 중요한 지원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연방 지원금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은 앞으로도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데 계속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Nydia M. Velázque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맞벌이 

가정이 중요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방 

기금이 이 프로젝트, 특히 Sunset Park에 배정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Yvette D. Cla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복지부는 건강 평가, 사회복지 서비스 추천, 취학 준비 및 학대 예방과 같은 자원들이 

아동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이용율을 확대하는 

식으로 가족과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뉴욕의 제9선거구에 속한 Brookdale University Hospital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우리 커뮤니티 내 매우 취약한 

가정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가정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은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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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및 복지 요구, 즉 개인과 커뮤니티에 장기적인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센터 설립은 전 

Capital Region에 좋은 이득이 될 것이므로 Schenectady 카운티에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먼저 알아봐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FH(The Institute for Family 

Health)는 Hudson Valley의 모자보건 서비스에 종합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 투자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아이들과 가정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의 MIECHV 확대에 대한 지원금 외에도, DOH 역시 2017년까지 현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63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제공 받았습니다. 

 

뉴욕주 MIECH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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