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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역의 어린이 정신건강 서비스 확장에 650 만 달러 지원 발표
‘HealthySteps' 프로그램으로 6,000 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해 복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소아 및 가정 의학 치료에 650 만 달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금으로 17 개의 건강 센터가 HealthySteps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과 가정 개발 전문가를 소아 및 가정 의학 진료소에 통합하고
청소년들의 행위 문제 혹은 발달 건강 문제를 판단, 감시 및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행위가 중요한 지원을 받는 것을 확보하여
HealthySteps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좋은 서비스와 자원이 뉴욕의 가정이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 시설들은 우리가 계속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강력한 뉴욕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 전역 어린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을 해결하는 것을 돕도록 지원받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평가 및 유지를 돕는 자금을 포함하여 650 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이 뉴욕
전역의 17 개 의료 행위 시설에 지원되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건강 시설의 범위는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건강 센터와 병원을 기반으로 한 클리닉에서 커뮤니티 건강
센터 및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 있는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민간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면 각 시설에서 350 명의 아동과 그들의 가정에
HealthySteps 서비스를 제공하여 3 년간 약 5,950 가구의 가정에 혜택이 갈 것을
예상합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 건강에 대한 조기 지원은 어린 아동들이 대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정서적 건강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건강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서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확실한 믿음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족 전체를 건강관리 소통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주도 지역
•

스키넥터디(Schenectady)의 Ellis Hospital Pediatric Care Practice– $354,540

센트럴 뉴욕
•
•

시러큐스(Syracuse)의 Upstate Pediatrics and Adolescent Center – $354,540
웨스트 시러큐스(West Syracuse)의 St. Joseph’s Primary Care Center –
$354,540

핑거 레이크스
•

로체스터(Rochester)의 Unity Pediatrics, Rochester Regional Health – $341,073

롱아일랜드
•

이스트메도(East Meadow)의 Nassau University Medical Center Pediatrics –
$368,706

미드 허드슨
•
•

피크스킬(Peekskill)의 HRHCare Peekskill – $296,145
오시닝(Ossining)의 Open Door Family Medical Centers Ossining – $354,540

모호크 밸리
•

쿠퍼스타운(Cooperstown)의 Mary Imogene Bassett Hospital – $352,066

New York City
•
•
•
•
•
•
•

브롱크스(Bronx)의 Bronx-Lebanon Hospital Center, 소아과(Department of
Pediatrics) – $369,575
브루클린(Brooklyn) New Lots 의 Brookdale Family Center – $369,618
브루클린의 NYC Health & Hospitals Coney Island, 소아과 외래(Division of
Ambulatory Pediatrics) – $369,541
브루클린 Sunset Park 의 NYU Lutheran Family Health Centers, Women’s Health
and Pediatrics – $369,618
브루클린의 Wyckoff Pediatric Care Center – $369,618
뉴욕시의 NYC Health & Hospitals Gouverneur – $369,618
뉴욕시의 Helmsley Tower 5 Pediatric Primary Care – $369,618

노스 컨트리

•

플래츠버그(Plattsburgh)의 Plattsburgh Primary Care 소아과 – $354,540

웨스턴 뉴욕
•

버펄로(Buffalo)의 Main Pediatrics, Integrity Health Group – $354,540

각 의료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여 HealthySteps 전문가 직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는 아기의 출생부터
5 살까지의 과정을 파악하여 나타나는 행위와 발달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여 예상 지도를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양성합니다. 또한, 전문가는
아이의 발달에 관하여 가족을 교육하여 건강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
시 아이와 가족을 행위 혹은 발달 전문가 및 기타 커뮤니티 자원으로 연계시켜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 제공자와 함께 의사의 정기적인 조기
일상 방문 기간에 아이와 가족 모두를 참여시켜 후년에 정서적 혹은 만성 의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모 우울증, 발달 장애 및 유년기 트라우마 등을 포함하여 전체 가족에
대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일상에 대한 강화된 방문은 가족이 접근성이 좋고
편안한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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