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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비영리단체가비영리단체가비영리단체가비영리단체가 보건정보기기술보건정보기기술보건정보기기술보건정보기기술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개선할개선할개선할개선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1,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기금은기금은기금은기금은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활동하는활동하는활동하는활동하는 235개개개개 행동건강행동건강행동건강행동건강 및및및및 발당장애발당장애발당장애발당장애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제공기관의제공기관의제공기관의제공기관의 시설시설시설시설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지원에지원에지원에지원에 사용될사용될사용될사용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영리 행동건강 및 발당장애 서비스 기관들이 자체 

시설의 기술 인프라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1,0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가 행동건강 및 발당장애 보건을 위한 Medicaid 관리 

케어(Medicaid Managed Care for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Disability)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바 이 지원금은 관련 기관들이 정보기술 활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뉴욕의 보건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보건기관에게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비영리 기관들이 발달장애 또는 행동건강 문제를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나은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뉴욕의 보건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뉴욕주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5-16년도 추정 예산으로 확보되고 제안서(RFP) 과정을 거쳐 지원된 이 기금은 

보건기관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한 기술 업그레이드 사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보건 정보 관리 시스템을 보다 잘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이 기금을 수령하는 시설들의 목록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 정보 기술 기금은 이 기금을 수령하는 보건기관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 기관은 특수 관리 보호 시스템에서 대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 Kerry A. Delaney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대리가대리가대리가대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투자는 사람들의 진료 결과를 향상시키고 맞춤형 커뮤니티 

기반 지원 및 보건 서비스를 사람들의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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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기술 인프라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건기관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정신건강사무국의정신건강사무국의정신건강사무국의정신건강사무국의 Dr. Ann Marie Sullivan 

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의 보건기관들이 의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이 보다 확실하고 복원성 있는 보건 시스템의 혜택을 입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주요 투자는 우리의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자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알코올중독알코올중독알코올중독알코올중독 및및및및 약물약물약물약물 남용남용남용남용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사무국의 Arlene González-

Sánchez 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관들이 순조롭게 Medicaid Managed 

Care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러한 

전환 활동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고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상원상원상원상원 정신건강정신건강정신건강정신건강 및및및및 발달장애발달장애발달장애발달장애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Robert Ortt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비영리기관에 대한 이와 같은 상당한 투자는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민간, 공공 및 비영리 부분에 걸쳐서 

기관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비영리기관들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간소화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need."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주위회주위회주위회주위회 정신건강위원회정신건강위원회정신건강위원회정신건강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Aileen Gunther 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주의회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가 Medicaid Managed Care로 계속 전환함에 따라 우리 기관 네트워크가 우리 

주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기금은 보건 환경을 발전시키고 뉴욕주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경쟁역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기금은 OMH(the Office of Mental Health), OASAS(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PWDD(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관할에 속한 총 235개 기관에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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