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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NewYork-Presbyterian/Queens 는 535 개의 병상을 갖춘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

비영리 지역 대학병원입니다. 당 병원은 메인 캠퍼스
와 지역사회 중심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퀸즈 카운

2 차년도 현황

티 전역을 대상으로 예방, 진단, 외래, 3 차 및 2 차 급성
환자 치료, 재활 의료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약 32,000 명의 입원 환자와
120,000 여 건의 응급 및 외상 환자, 130,000 여 명의 외
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소외 받은 이웃을 위한 약속

NewYork-Presbyterian/Queens 병원은 재정 상태나 지불

건강한 주 건설을 위한 예방

방식과 상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3 년에 NYHQ 는 자선
치료에 1700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NewYorkPresbyterian/Queens 는 재정보호법 제 2087 조에 따른
재정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재정 서비스부에서는 환자를 도와 보험금 수령이나
분할 상환 계획도 수립합니다. 당 병원의 자선 진료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718-670-1329(입원)으로
문의하시고 외래 진료 관련 정보 또는 신청은 718-670282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wYork-Presbyterian/Queens

사업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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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건강한 퀸즈 만들기 3 개년 계획
주 보건 향상을 위한 예방 사업

참여방법 및 통지

2012 년 4 월,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뉴욕 주

퀸즈 병원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향후 추진할 예방

보건부) 샤(Shah) 커미셔너 는 공중 보건을 우선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수요의 존재 여부와

설정하고 예방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불균형을

실효성이 그것입니다.

개선한다는 목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병원과
지역 보건당국, 의료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NewYork-Presbyteriain/Queens 는 커미셔너의 목표에
호응하여 퀸즈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커미셔너가 선포한 공중 보건 우선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퀸즈병원에서는 3 년에 걸친 예방 안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핵심 참여집단에서 확보한 정보와 의견을 지표 및 기타 보건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해 퀸즈 카운티(Queens County)의

선택한 예방 안건 우선순위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보건 관련 우선 사업을 세부적으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계획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십시오. http://www.nyhq.org/Community Service Plan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County Health Indicator
Profiles,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아래 NYP/Queens외래 진료센터 (Ambulatory

Hygiene Community Health Profiles, 기타 1 차 및 2 차 보건

Center)에서는 퀸즈 전역에서 1 차 및

데이터베이스

예방 서비스와 특별 관리를 받으실 수

3 년 실천 계획

만성 질병 예방

수요 조사 결과 보건 사업이 시급한 분야는 만성 질병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건강한 여성, 유아 및 아동 건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여성과 어린이 장려
정신건강 촉진/약물 남용 방지

퀸즈병원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두 가지 전략을

HIV/STD 및 백신 예방 가능 질병 방지

선정하고 향후 3 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의료 활동 관련 감염

계획입니다. 하나는 히스패닉계 사회의 소아기 비만이고

참여방법 및 통지

다른 하나는 중국인 유아들의 병원 내 모유 수유입니다.

NewYork-Presbyterian/Queens 는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로비 활동을 통해, 그리고 NYP/Q 웹
사이트에

수유만 하는 중국인 유아가 28% 증가했습니다.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중

과체중과 비만의 보급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부터 2 학년 사이
학생들을 선정하여 영양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건

이니셔티브와 교육을 시작하였고 중국인 산모들을 조기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교육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프로그램을 실시해

www.nyhq.org/community_service_plan 웹 사이트에서는

산모들에게 모유 수유를 유도하였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된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퀸즈 병원은 또한 각급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
공중 보건 요구 및 리소스 가용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토론 및 분석을 수행하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와 부모 약 310 명이 아동 비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14 년에 중국인 산모 가운데 200 명이 완전 모유 수유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사업 첫 해에 병원에서 모유

있습니다 .

The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59-16 174th Street
Fresh Meadows, NY 11365
(718) 670-2731

Family Health Center
136-56 39th Avenue
Flushing, NY 11354
(718) 886-7014

Queens Eye Center
60-10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61-8800

Radiation Oncology
56-45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670-1500

The Hollis Women’s Center
189-04 Hillside Ave.
Hollis, NY 11423
(718) 74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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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for Dental & Oral Medicine
174-11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 11365
(718) 670-1061

The Theresa Lang Children’s Center
56th Ave and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718) 670-1800
Trude Weishaupt Memorial Satellite Dialysis
Center
59-28 174th St.
Fresh Meadows, NY 11355
718-670-1298
Special Care Center
138-47 Horace Harding Expwy., 2nd fl.
Flushing, NY 11355
718-670-2530
Cardiac Rehabilitation Center
174-03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 11365
718-670-1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