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New York Hospital
Queens

New York Hospital Medical Center of Queens
[NYHQ](뉴욕 퀸즈 병원)은 489 개 병상을
갖추고 기부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지역사회
부속 병원입니다. 퀸스 병원은 본원에서
그리고 퀸즈 카운티 전역에서 시행되는
16 개의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범위한 예방, 진단, 외래, 3 차 및 2 차 급성
진료 및 재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퀸즈 병원에서는 약 35,000 명의
입원환자, 100,000 명 이상의 긴급 및 외상
환자 그리고 120,000 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봅니다.

2010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
요약

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책무

New York Hospital Queens 는 재정 상태 또는
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의료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9 년에, NYHQ 는 2,700 만
달러에 상당하는 자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New York Hospital
Queens 는 전적으로 재정 보조법 2087 에
따라 재정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합니다.
병원의 Financial Services Department(재정
서비스부)는 또한 환자와 협조하여, 가능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아내고, 그리고/또는
감당할 만한 의료비 납부 방안을
마련합니다. 병원의 자선 의료에 관한 상세
정보는 입원환자 보조에 관하여는 718-6701329 번 그리고 외래 의료 보조 정보나
신청에 관하여는 718-670-2824 번으로
전화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Hospital Queens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위한
예방 과제에 있어서
앞서가는 Queens

56-45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전화: 718-670-2000
www.nyhq.org
전화: 718-670-1065
Department of Public Affairs
& Marketing
(홍보 마케팅부)

더 건강한 Queens 지역사회를 위한 3 개년 계획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위한 예방 의제

중점 사항 판별

2008 년 4 월에, 뉴욕주 보건부 장관 Daines 는
10 가지의 공중 보건 우선 과제를 수립하고 병원,
지역 보건부, 그리고 의료 및 지역사회
제휴업체들이 협력하여 상호 수립한 목표를
위하여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2 개의 주요 기준에 의하여 병원은
지속적인 그리고 장래의 중점 사항을 위한 예방
우선 과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필요의 증명 및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

New York Hospital Queens 는 장관의 목표에
전폭적으로 부응하여 Queens 지역사회를 위한 더
나은 보건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우선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장관의 공중 보건 우선 과제에는 다음과 사항이
포함됩니다:












질 높은 의료에의 접근
건강한 엄마/건강한 아기

주요 참여자로부터 이끌어 낸 정보와 의견은 퀸즈
카운티의 보건 상태에 대한 설정 지표와
통합되며, 이러한 지표에는 우선과제를 더
심도있게 규정하기 위한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County Health Indicator
Profiles(뉴욕주 보건부 카운티 보건 지표 프로필),
Queens Health Profile(퀸즈 보건 프로필), 및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Community Health Profiles(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부 지역사회 보건 프로필) 및 관련이 있는
다른 보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됩니다.

운동/영양
고의아닌 부상
만성병
흡연
건강한 환경
지역사회 준비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감염병

일반 참여 및 공고
NYHQ 는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병원
로비 및 병원 웹사이트(www.nyhq.org)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공중 보건 우선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제언을 받고자 합니다. 누구나 연례의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을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우선
과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중 보건 필요 사항 및
자원 가용성에 대한 지속적의 협의 및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관과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고 제휴관계를 맺습니다.

3 개년 실천 계획
필요 사항들을 평가한 결과 질 높은 의료에의
접근 및 만성병 예방 우선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중 보건 기회가 밝혀졌습니다.
지역사회 제휴업체들과 협력하여, 병원은 다음
3 년 동안에 중점을 둘 이러한 2 가지의 예방 우선
과제에 있어서 3 가지의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성인의
백분율, 결장직장암의 조기 진단, 및 당뇨병
합병증의 예방. 구체적 시책에는 일차 진료
의사들의 가용성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선별
대장내시경 검사 환자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시행 및 병원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시책은 많은 다른 우선 과제에서 계속될
것이며, 이에는 유방암 인식, 지역 전자 보건 기록
개발, 금연, 면역, 산전 건강, 아동 비만, 천식,
관상심장병 및 울혈성 심부전증, Health
Outreach® 및 긴급 준비가 포함됩니다.
선정된 예방 우선 과제 및 기타 시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면, www.nyhq.org 에 나와 있는 당
병원의 온라인 2010 지역사회 서비스 플랜 1 년
업데이트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Queens 지역사회 전역에 있는 아래의
NYHQ 외래 센터에서 일차 및 예방

서비스 및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e Theresa Lang Children’s Center
56th Ave and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70-1800
The Ambulatory Care Center
182-15 & 19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 11365
(718) 670-2903/2971
The Cardiac Health Center
174-03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 11365
(718) 670-1695
The Heart and Vascular Center
56-45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70-2087
Center for Dental & Oral Medicine
174-11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 11365
(718) 670-1060
Family Health Center
136-56 39th Avenue
Flushing, NY 11354
(718) 886-7014
HealthOutreach Services
57-15A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70-1211
Queens Eye Center
60-10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61-8800
The Hollis Women’s Center
189-04 Hillside Ave.
Hollis, NY 11423
(718) 740-5545

The Neuroscience Institute
59-16 174th St.
Fresh Meadows, NY, 11365
(718) 670-1777
The Pediatric Asthma Center
59-16 174th St.
Fresh Meadows, NY, 11365
(718) 670-1920
(800) 926-5182 (Emergency Hotline)
The Specialty Care Center
138-47 Horace Harding Expressway
Flushing, NY 11365
(718) 670-2530
Jackson Heights Family Health Center
73-15 Northern Blvd
Jackson Heights, NY, 11372
(718) 424-2788
Obstetrics & Gynecology Ambulatory Center
163-03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 11365
(718) 888-9121
NYHQ Center for
Orthopaedics & Rehabilitation
163-03 Horace Harding Expwy.
2nd Floor Fresh Meadows, NY, 11365
(866) 670-OUCH
The Breast Center
56-26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70-1185
The Cancer Center
56-45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70-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