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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950 만 달러의 새로운 커뮤니티 건강관리 회전기금 발표

기금은 커뮤니티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950 만 달러의 커뮤니티 건강관리
회전기금(Community Health Care Revolving Capital Fund)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민간 협력으로 주 전역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자금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모든 뉴욕시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시민이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건강시설들이 우리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제공할 것입니다. 저금리로 제공되는 이 중요한 대출들은 서비스 확장과 질
향상을 도와 모두가 강하고 건강한 뉴욕으로 한 발 더 다가가게 합니다.”
커뮤니티 건강관리 회전기금은 자원이 부족하나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클리닉과 기타 기관들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이 회전
대출 자금은 상업적인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런 그룹에
저렴하고 유연성 있는 대출을 제공합니다.
DASNY 과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와의 협의를
거쳐 일차진료 개발공사(Primary Care Development Corporation, PCDC)가 이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PCDC 는 DASNY 와 NYSDOH 에서 승인한 신청서 처리 절차를
통하여 대출자를 선정합니다. 이 기금은 자격을 가진 시설의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에는 건설, 리모델링, 확장 및 비용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또한 신용도 향상과 대출 및 부채 서비스에
사용하여 건강관리 시설이 민간 부문의 투자 더 받을 수 있게 촉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DC 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회장 겸 CEO
Gerrard P. Bushe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뉴욕주에서

우리가 뉴욕주 전역의 건강관리 변화와 강화를 이룰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건강관리 회전기금을 설립하여 건강을 촉진하고
뉴욕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DASNY 의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 기금이 시설 확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하는 클리닉과 치료
센터에 활용하게 되어 기쁩니다. 일차진료와 예방진료는 우리의 건강관리 개혁 기획에
필수적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이런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보건국 커미셔너 Ann Marie Sullivan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 전역의 건강한 커뮤니티와 의료 형평성에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일차 건강관리와 약물사용 장애 치료에 정신건강관리를 통합하여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행위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추가 지원하여
뉴욕시민들의 전체적인 행복감을 향상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건강위원회 의장 Kemp Hann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950 만
달러의 커뮤니티 대출 기금 설립을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PCDC 는 커뮤니티
건강센터 투자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욕주 전역의 일차진료를 강화할
추가 자금을 투자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뉴욕주 하원 건강위원회 의장 Richard N. Gottfried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강력한 일차진료 기반이 필요하며 여기에 다년간의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DASNY 와
보건부가 주 전역의 커뮤니티 건강센터 지원에 훌륭한 실적을 가진 PCDC 를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일차진료 개발공사 CEO Louise Cohe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DASNY 와
DOH 에서 커뮤니티 건강관리 회전기금에 대한 관리자로 PCDC 를 선정하여 기쁩니다.
이 기획은 PCDC 를 도와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일차진료 및 행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들의 확장 자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지급제도에 중요한 자금들입니다. Andrew Cuomo 주지사, 하원 건강위원회
의장 Richard Gottfried 및 상원 건강위원회 의장 Kemp Hannon 의 리더십과 뉴욕주
커뮤니티 건강관리위원회(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YS) 협력기관의
도움으로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건강관리위원회 회장 및 핑거호 커뮤니티 건강 CEO Mary Zelazn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법부와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이 현실로 되게 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FQHC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를 포함하여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자들이 뉴욕의 건강관리 제공 시스템을 변경을 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커뮤니티 건강관리 회전기금은 우리의 회원들이 시설의 성장과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중요한 자금을 해결할 새로운 자금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차진료
개발공사가 강력한 커뮤니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수요와 가치를 모두 인정함을
알고 있으며 이 기획을 완성하는 데 PCDC 와 DASNY 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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