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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블루 리본 재구상 뉴욕 위원회의 권고 수용  

  

재구상 뉴욕 위원회, 인터넷 연결과 원격 의료 및 업무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한 혁신적 

개혁안 요약 최종 보고서 제출  

  

Cuomo 주지사의 2021년 행정부 예산에는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한 저렴한 인터넷의 

보장 및 위원회가 권장하는 종합적인 원격 의료 개혁이 포함  

  

Cuomo 주지사, 저렴한 광대역 옵션 포털, 원격 의료 사업자 교육 포털 및 재구상 뉴욕 

정신건강 홍보 캠페인 개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결성, 원격 건강, 업무의 세 가지 중점 영역에 걸쳐 

블루 리본 재구상 뉴욕 위원회(Reimagine New York Commission)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재구상된 뉴욕을 위한 실행 계획" 보고서에는 Cuomo 주지사가 

2021년 행정부 예산에 포함한 주요 입법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인터넷 

보장법과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 및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주요 이니셔티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주를 재개하고 

뉴노멀(new normal)로 뉴욕을 재구상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용해 배운 점들을 실현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뉴욕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블루 리본 재구상 뉴욕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현재 상황을 크게 개선하고 향후 몇 년 동안 뉴욕 주민들을 풍요롭게 할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미래를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Schmidt Futures의 공동 창립자이자 Google의 전 최고경영자인 Eric Schmidt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더 나은 뉴욕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액션 플랜에 있는 권고 사항들, 특히 이미 진행 중 

사항들이 그 테스트를 충족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고는 이것입니다. 

뉴욕이 번영과 형평성 모두에 있어 국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연결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렴한 광대역 통신은 교육을 발전시키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의 재구상에 있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부터 민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RNY_Repor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RNY_Report.pdf


 

 

조직, 주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하는 주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구상 뉴욕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더 나은, 탄력적인 뉴욕을 재건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권고합니다. 주와 파트너쉽을 통해 자선 단체, 비영리 단체 및 

기업들은 뉴욕 최대 고용주 17명과 공평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패스웨이 

서약(Pathways Pledge)을 출범시키고, 취약 계층의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 의료 촉진 파일럿을 개발했으며,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른 조치 

중에서 신생 기업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내비게이터(Entrepreneurship Navigator)의 창설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 

주지사는 ConnectED NY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슈미트 퓨처스(Schmidt Futures)와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에 걸쳐 약 5만 명의 K-12 학생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저렴한 인터넷의 국내 최초 보장,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원격 의료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장학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개혁 등 Cuomo 주지사의 2021년 행정부 예산에 포함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고품질의 저렴한 인터넷 연결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더 좋고 평등한 

뉴욕을 재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Cuomo 

주지사는 국가를 선도하는 2021년 연결성 어젠다의 일환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소득층 가정에 월 15달러의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기본 고속 인터넷 

요금제는 평균 한 달에 50달러 이상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프로그램이 주 전역의 

소외된 집단에게 도달하도록 제공업체에게 이 옵션을 광고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 재구상 뉴욕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원격 진료를 

이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제한을 현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의 행정부 

예산에 포괄적 원격 의료 개혁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주는 입법 및 행정적 

수단을 통해 원격 의료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Cuomo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에는 또한 코로나19가 많은 근로자와 영역을 

몰아낸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옮기기 위한 새로운 인력 교육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출범한 성공적인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처럼, 저소득 뉴욕 주민이 무료로 이 고품질의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고수요 산업 분야의 일자리로 이어질 자격 취득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인력 프로그램에 제안된 5천만 달러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무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주 전역의 주민들에게 

확대함으로써 지원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create-pathways-pledge-new-york-state-employers-part-2021#:~:text=The%20pledge%20commits%20both%20public,the%20economy%20is%20no%20exceptio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create-pathways-pledge-new-york-state-employers-part-2021#:~:text=The%20pledge%20commits%20both%20public,the%20economy%20is%20no%20exceptio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create-pathways-pledge-new-york-state-employers-part-2021#:~:text=The%20pledge%20commits%20both%20public,the%20economy%20is%20no%20exceptio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create-pathways-pledge-new-york-state-employers-part-2021#:~:text=The%20pledge%20commits%20both%20public,the%20economy%20is%20no%20exceptio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connected-ny-fund-provide-no-cost-internet-access-50000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enact-first-nation-guarantee-affordable-internet-low-income#:~:text=Cuomo%20today%20announced%20his%20proposal,month%20to%20low%2Dincome%20household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posal-expand-access-telehealth-all-part-2021-state-state


 

 

  

또한, Cuomo 주지사는 오늘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통지된 세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저렴한 광대역 포털  

  

오늘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찾거나 등록하기 어려웠던 저렴한 광대역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지사의 2021년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된 

저렴한 광대역 포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한 FCC의 비상 광대역 혜택 

프로그램(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월 50달러의 보조금, 컴퓨터와 태블릿에 최대 

100달러의 일회성 할인)과 소비자 조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뉴욕 

주민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광대역 

통신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정부 조치의 일부분입니다.  

  

Providence Equity Partners의 선임 고문이자 재구상 뉴욕 위원회의 Connectivity 

Working Group의 Richard Parsons 공동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대역 통신의 

경제성은 재구상 위원회의 보편적 연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렴한 광대역 포털은 뉴욕 주민들이 지역의 저렴한 인터넷 옵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소비자 조사는 뉴욕 주민들이 광대역 통신의 가용성, 가격, 속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는 누구나 연결성에 접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뉴욕주 원격 의료 교육 포털  

  

Cuomo 주지사는 또한 오늘 주 전역에 걸쳐 의료 및 정신 건강 제공자의 원격 의료 

역량을 개발, 개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원격 의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21년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된 이 새로운 포털은 

스토니브룩 의료(Stony Brook Medicine), 뉴욕 재구상 위원회, 노스이스트 원격 의료 

자원 센터(Northeast Telehealth Resource Center) 및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공동 작업이며, 뉴욕주 전역의 의료 인력에 원격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의 학문 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원격 의료 교육 자문단(Telehealth Education Advisory Group) 및 지역 주관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노스이스트 원격 의료 자원 센터가 주도하는 이 포털은 원격 의료 기술에서 

제공자 에티켓 모범 사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로 원격 의료 프로그램 구현, 관리, 

실천의 전체 범위를 다루는 교육 모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지금부터 초기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듈과 툴은 앞으로 계속 출시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의 회장이자 재구상 뉴욕 위원회의 원격의료 워킹그룹의 

일원인 Maurie McIn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원격 의료가 

https://forward.ny.gov/find-affordable-internet-options-new-york-state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7aeffbf-3835c762-67ac068a-0cc47aa8c6e0-f5f023d6b284eab1&q=1&e=ca34757c-c552-43ce-be07-5e5c44b66395&u=https%3A%2F%2Fnytelehealth.netrc.org%2F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중요한 툴을 자신 있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훈련하고 갖추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주 전역의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낸 바와 

같이, 우리는 원격 의료 제공을 위탁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원격 의료의 모든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개방형 원격 의료 교육 포털은 이러한 지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재구상 뉴욕 정신건강 홍보 캠페인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구상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이 주 전역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가상 정신건강 지원 리소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재구상 정신건강 홍보 캠페인 진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개 협력 단체는 1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 다가가기 위해 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특히 저소득층, 노인, 농촌, 이민자 커뮤니티, 유색인 커뮤니티 등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불충분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 총장이자 뉴욕 재구상 위원회의 원격 의료 워킹그룹 공동 의장인 Martha 

Polla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은 특히 전통적으로 지원이 부족하고 

취약한 지역사회의 뉴욕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홍보를 바탕으로 모든 

주민에게 가상 지원 리소스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구상 위원회의 노력의 중요한 결과이며, 코넬 대학교는 정신보건국에 

캠페인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구상 뉴욕 위원회 소개  

  

Andrew Cuomo 주지사가 만들고 Schmidt Futures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Google 

최고경영자 겸 집행 의장 Eric Schmidt가 의장을 맡은, 16명으로 구성된 뉴욕주 블루 

리본 위원회는 기술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기회와 더 탄력적인 뉴욕을 재건할 수 

있는 권고안을 기획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주 전역의 교육자, 혁신가, 노동 조직자, 

비즈니스 리더 및 예술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결과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팀은 40회 이상의 청취 세션을 열어 수백 

번의 인터뷰를 수행하고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세 가지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위원회의 작업과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forward.ny.gov/reimagine-mental-health
https://forward.ny.gov/reimagine-new-york-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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