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던 티어 지역 건강관리 강화에 4,000만 달러 지원 발표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고품질 환자 진료 서비스 기회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주정부 전역에 4억 9,100만 달러 지원  

  

필수 의료 서비스에 6개 프로젝트 지원금 지원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 지역 건강관리 시스템을 보호 및 

개선시킬 6개 프로젝트 지원금 4,00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4억 9,1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전역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이 기금은 뉴욕주 전역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입원, 1차 진료,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장애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환자 진료 서비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뉴욕주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고 현재 및 미래 뉴욕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이 병원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안, 우리는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뉴욕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 서비스 제공자:  

Arnot Ogden Medical Center  10,000,000 달러  

Chenango Memorial Hospital  9,000,000 달러  

Finger Lakes Migrant Health Project  2,150,000 달러  

Oak Orchard Community Health Center  665,000 달러  

Schuyler Hospital  10,304,060 달러  

St. James Mercy Hospital  7,965,102 달러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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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J. Flanagan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일류 의료 

서비스를 개인과 가정에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가능한 

최상의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성취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콘퍼런스(Senate Republican Conference) 위원들의 

최우선 순위였으며, 곧 공개될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신청 요청서(Request For 

Applications)와 결합하여, 오늘 발표한 기금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은 개인 및 가정이 집 

근처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을 오랫동안 

후원해 왔습니다. ‘가정 우선’은 뉴욕주 전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튼튼한 공공 

보건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금은 의료 파트너 및 시설이 환자 

진료 및 의료 접근성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자본 및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Jeffrey Klein 상원 민주당 독립 컨퍼런스(Senate Independent Democratic 

Conferenc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뉴욕주 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때 최고 수준의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에 4억 9,100만 달러를 책정함으로써, 연방 정부로 인한 이 불확실한 

시기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안전망 공급자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뉴욕주는 비용 절감, 성과 개선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와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우선시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상원 민주당 지도자인 Andrea Stewart-Cous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료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에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종종 

불필요하기까지 한 응급실 이용을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환자 진료를 개선하는 

일반적 방법입니다. 뉴욕 주민의 1차 진료,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 기금을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뉴욕주에 있어 윈-윈(win-win)이며, 행동에 나서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제정된 뉴욕주 전역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에 의거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제정된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에 의해 관리되며,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목적을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목적은 지역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일환으로 입원 

환자, 1차 환자, 예방 및 기타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여 의료 비용을 

줄이고 뉴욕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rogram)의 기본 목표는 

2020년까지 불필요한 내원 횟수를 25%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뉴욕주 전역 

의료 시설 개선 프로그램(Statewide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gram) 

보조금은 의료 서비스 안전망 공급자의 재정 지속성과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존 또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 인프라에 투자하면, 이 중요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배당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창출할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Gerrard P. Bushell, DASNY 청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의료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커뮤니티에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고용주를 끌어들이는 고품질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뉴욕은 경쟁력 있는 뉴욕입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Bea Graus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절실히 필요한 자본을 투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의료 서비스 개선 프로세스의 접근성 확장,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쿼이 의료연합(Iroquois Healthcare Alliance) 회장 Gary J. Fitzgera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조금의 중요한 부분인 변화 지원금은 최종적으로 업스테이트 뉴욕의 

의료시설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업스테이 뉴욕에 있는 32개 카운티의 54개 병원을 

대표하는 이로쿼이 의료연합은 우리 농촌지역과 서비스가 부족한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병원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준 

Cuomo 주지사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연합(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Rose Duhan 대표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지원금은 

FQHC 및 기타 커뮤니티 기반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하여, 뉴욕주 내 가장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서 저렴하고 우수한 1차 및 예방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뉴욕주의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지불 제도 개선 노력의 핵심입니다. 이 기금은 커뮤니티 기반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의 통합, 가치 기반 지불 제도에 대비한 의료 조정 모델 재구상,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신규 및 기존 파트너십 견고화 등을 비롯한 개선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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