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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ESTERN NEW YORK에서에서에서에서 보건서비스를보건서비스를보건서비스를보건서비스를 강화강화강화강화 및및및및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1억억억억5,500만여만여만여만여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시행될시행될시행될시행될 162개개개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총총총총 15억달러를억달러를억달러를억달러를 투자하다투자하다투자하다투자하다 
 

중요중요중요중요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환자환자환자환자 보호보호보호보호 방식을방식을방식을방식을 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 이런이런이런이런 시설들이시설들이시설들이시설들이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보다보다보다보다 지속성을지속성을지속성을지속성을 
갖추게갖추게갖추게갖추게 될될될될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Western New York 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향상시키기 위해 10개 프로젝트에 1억5,570만달러의 교부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가 뉴욕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보건 서비스 업체가 

중요한 자본과 인프라 개선에 비용을 대고 보건 시스템을 통합하고 개발하기 위해 

뉴욕주가 약속한 15억 달러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환자 돌봄 서비스와 중요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우리 보건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중요 자본 및 인프라 개선을 

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는 뉴욕이 21세기 보건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데 미국을 선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교부금은 CRFP(Capital Restructuring Financing Program)와 EHCPSP(Essential 

Health Care Provider Support Program)를 통해 지원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DSRIP(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목표를 지지하면서 Cuomo 

주지사가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뉴욕과 연방정부 간의 획기적인 

포기로 발생한 Medicaid 절약분 73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주요 기제입니다. 
 

DSRIP 목표에는 2020년까지 보건 비용 감소, 뉴욕주민 건강 향상, 피할 수 있는 병원 

입원 및 응급실 방문 25%까지 감소, 안전망 보건 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가 포함됩니다.  
 

상원상원상원상원 다수당다수당다수당다수당 대표대표대표대표 John J. Flanaga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규모 

투자는 많은 관련 시설들이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다 나은 보건 

모델로 전환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원 보건위원회 의장인 Kemp Ha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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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동료 의원님들, 기타 정부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우리는 보건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시스템 기반의 전환의 일환으로 모든 커뮤니티에서 돌봄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Carl Heastie 하원하원하원하원 대변인은대변인은대변인은대변인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수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항상 하원 다수당의 최고 우선사항이었습니다. 또한 , 일류 병원과 보건서비스 시설은 

근본적으로 모든 커뮤니티에서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뉴욕주민들의 수가 오르면서 

질 높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보건 시설들이 뉴욕주의 

필요사항에 보다 잘 부합하고 뉴욕주민들에게 가급적 최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방대한 

보건 시스템을 구조조정하려면 우리 시설에 대대적인 구조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변화의 시기에 꼭 

필요한 보건 서비스 보존으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기숙사청기숙사청기숙사청기숙사청(DASNY) 청장청장청장청장 겸겸겸겸CEO인인인인 Gerrard P. Bushel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ASNY는 뉴욕의 보건 서비스 전환을 뒷받침하는 이 지원금을 관리하는 데 뉴욕주 

보건부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확고한 보건 시스템은 뉴욕을 

경쟁력 있고 건강하게 이끌어 우리 뉴욕주의 경제를 떠받쳐줍니다.” 
 

교부금을 받은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제공제공제공 기관기관기관기관 총총총총 자금자금자금자금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Cuba Memorial Hospital $4,689,250 
Electronic Health Record Conversion 
Project (Upper Allegany Health System 

Affiliation Plan) 

Brooks Hospital and TLC 
Health Network 

$57,000,000 
Northern Chautauqua and Southern Erie 
Healthcare Delivery Transformation Plan 

WCA Hospital $26,366,709 
WCA Transformation Plan--Capital 

Projects 

Catholic Health System, 
Inc. 

$27,720,118 
Integrated Delivery System for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Kaleida Health $11,243,055 
Pediatric and Maternal Ambulatory Care 
Center on the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 

Women & Children's 
Hospital of Buffalo 

$20,000,000 John R. Oishei Children's Hospital 

Eastern Niagara Hospital $3,700,000 
Debt Restructuring and Financial 

Stabil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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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Falls Memorial 
Medical Center 

$1,059,744 Full Circle of Heart Care 

Niagara Falls Memorial 
Medical Center 

$1,931,849 Center for Community Health 

Niagara Falls Memorial 
Medical Center 

$2,000,000 
Communities Health Innovation for 

Niagara--Post-Acute Cardiac/Stroke Unit 

상원상원상원상원 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보건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Kemp Hanno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보건부는 많은 

복잡한 교부금 요청을 평가하고 지리적인 상황 고려와 혁신적인 보건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교부금을 책정하는 어려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뤄진 이 발표는 

다가오는 예산 책정 기간에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지원 받을 곳이나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파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의 범위와 그 

다양성을 보면 앞날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정책 입안자들이 뉴욕의 

보건시스템 개선과 전환을 하면서 겪는 사항입니다.” 
 

Catharine Young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은 Western New York과 

Southern Tier 지역 환자들에게는 완전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병원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은 우리가 바로 이곳 

커뮤니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보존해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보건부에 감사 드립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Western New 

York의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들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확보해 의료 활동을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지원금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곧 환자 

진료를 맡고 있는 현지 병원들에게 최고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아봐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Crystal Peoples-Stokes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금은 우리의 

보건 시설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 시설은 우리 커뮤니티가 요구하고 지원 

받아 마땅한 중요한 의료 서비스와 개선된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뉴욕주에서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을 비전으로 하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Jane Corwin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Niagara 카운티 내 병원 

인프라와 중요한 보건 서비스 향상을 통해 보건 서비스 이용율을 증가하는 우리 주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Eastern Niagara Hospital에 교부금이 

지원되면 이러한 보건 서비스 개선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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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utauqu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장인장인장인장인 Vince Horriga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Chautauqua 

카운티에 주요 보건서비스 투자를 단행한다는 주지사의 뉴스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탄탄한 보건 시스템이야 말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우리를 성장 및 발전의 기회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Dunkirk 시장인시장인시장인시장인 Willie Rosa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시 주민들을 대표해 우리는 이곳 

Northern Chautauqua 카운티와 Dunkirk 시의 필요사항에 주지사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 5,700만달러의 지원금은 우리가 의존하는 수준 

높고 저렴한 보건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GNYHA(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의의의 Kenneth E. Raske 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자본을 통해서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통합 병원 시스템을 알리고 

1차 돌봄 능력을 확대하게 될 프로젝트가 가능하여 병원들이 환자 돌봄 모델을 가꾸고 

보다 낫고 보다 효율적인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병원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관심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보건협회보건협회보건협회보건협회(HANYS)의의의의 Dennis Whalen 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협회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자본 투자는 

뉴욕 보건 시스템의 성공적인 전환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HANYS는 뉴욕주의 

보건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보건 개혁 목표 발전과 보건 인프라 개선에 중요한 매우 

시급한 자금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보건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HCANYS(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의의의 협회장협회장협회장협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Elizabeth Swai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HCANYS는 1차 진료서비스를 뉴욕 

전역에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 금액의 투자를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보건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방자격인증보건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는 뉴욕주의 전환 활동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기반의 

안전망 서비스 제공업체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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