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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15번째 시정 제안 발표: 뉴욕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투자 

 

Montefiore Health System에 대한 5,000만 달러 투자로 적정 가격의 헬스케어에 대한 

이용 기회 확대  

 

브루클린을 지역사회 건강 및 웰니스 중심지로 확립  

 

스태튼 아일랜드 통근자들을 위해서 Verrazano Bridge 통행료를 영구적으로 감액 

 

Orchard Beach 파빌리온 재개발에 1,000만 달러 투자  

 

Kingsbridge National Ice Center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제공  

 

발달장애 기초연구소를 CUNY로 통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의 외곽 자치구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6개의 

주요 지역적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적정 가격의 헬스케어 유지부터 

경제개발 프로젝트을 진전시키도록 도심 재생을 촉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건강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 활력 및 

미래의 성공에 투자함으로써 뉴욕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시의 외곽 자치구들은 

너무도 자주 무시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그 자치구들을 경제 활동과 지역사회 

웰니스의 활기찬 중심지로 변모시키도록 돕고,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적정 가격의 헬스케어를 확대하기 위한 Montefiore Health System에 대한 5,000만 달러 

투자 

 

Cuomo 주지사는 적정 가격의 헬스케어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최첨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Montefiore Health System에 대한 5,000만 달러 투자를 제안합니다. 



Montefiore Health System은 브롱크스에 있는 극히 중요한 안전망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이며, 주지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변혁 전략의 선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Montefiore는 브롱크스와 로워 허드슨 밸리의 다른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선도적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지역사회 건강 및 웰니스 변혁 

 

브루클린 중심과 동부에 거주하는 12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에서 가장 

열악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강상태 지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한 건강 상태의 

근본 원인에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이용 가능성과 건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브루클린 중심과 동부에서 지역사회 건강 및 웰니스 변혁의 일환으로 

일련의 계획들을 제안합니다.  

 FreshConnect Mobile Markets 및 FreshConnect Checks 프로그램 확장이 지역 

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이용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 

브루클린을 확립합니다. 

 식사가 결핍된 환자들을 영양 프로그램들에 연결시키기 위한 병원 기반의 식품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가든 및 팝업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어 있거나 저개발된 

토지의 확인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뉴욕주 토지 은행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체련실, 옥상 정원 및 건강 클리닉 등의 웰니스 관련 특성이 포함된 적정 가격의 

지원적인 신규 주거 시설을 최대 3,000채까지 건립합니다. 

 외래 및 1차 진료에 주된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Verrazano Bridge 통행료 영구 감액  

 

Cuomo 주지사는 Verrazano-Narrows Bridge 통행료를 영구적으로 감액해주도록 

제안합니다. Verrazano Bridge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수행하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서, Cuomo 주지사는 2014년에 갱신 가능한 통행료 경감을 

처음 발표했었습니다. 이 제안은 매일 스태튼 아일랜드를 오가기 위해서 이 다리에 

의존하는 수천의 통근자들과 상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감액된 통행료를 

영구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Orchard Beach 파빌리온 재개발을 위한 1,000만 달러 지원  

 

Cuomo 주지사는 도심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Pelham Bay Park에 있는 Orchard 

Beach의 역사적 파빌리온을 재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으로 1,0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1938년에 개장된 Orchard Beach는 Robert Moses의 주요 프로젝트들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Pelham Bay Park의 시그니처 특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빌리온의 완전한 재건축이 될 것이며, 공연 공간과 일류 영업장을 추가할 

것입니다.  

 

Kingsbridge National Ice Center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지원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브롱크스에 있는 

Kingsbridge Armory의 재개발이 진전될 수 있도록 1억 8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Kingsbridge National Ice Center는 백년이 된 이 무기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며, 그것을 경제 활동과 상업적 잠재력의 허브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발달장애 기초연구소를 CUNY로 통합 

 

Cuomo 주지사는 발달장애 기초연구소(Institute for Basic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를 주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국에서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College 

of Staten Island로 이관하는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블루 리본 패널을 소집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기초연구소는 발달장애의 원인과 징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뉴욕의 유일한 연구소이며, 이 패널은 이전의 연구 성공을 

강화하고, 연구소를 우리 주의 장기적 자산으로 굳건히 만들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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