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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킹스보로 정신의학 센터 캠퍼스의 서부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발표   

   

4억 달러 규모의 개발로 부르클린 중심부에 방치된 7.2 에이커 구역이 지역사회 

편의시설과 900채의 적정 가격 아파트를 갖춘 친환경적이고 번영하는 개발 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렌더링을 확인하세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부르클린의 이스트 플랫부시(East Flatbush)에 위치하는 

킹스보로 정신의학 센터(Kingsboro Psychiatric Center) 캠퍼스의 7.2 에이커 구역 

재개발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발에는 900채의 적정 가격 주택과 방대한 

공용 녹지대, 정규 농구 코트, 도심속 경작지, 온실,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는 의료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8개의 통합 부문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부르클린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만성적인 경제 및 인종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뉴욕주의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 

사이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거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바이탈 부르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를 통해 킹스보로 

정신의학 센터 캠퍼스의 방치된 구역을 취약 계층에게 주거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개발지로 전환하고 모두를 위해 더 공정하고 강한 뉴욕을 

재건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4억 달러 프로젝트에는 약 900채의 적정 가격 주택, 양로원, 주택 구입 기회, 2곳의 

첨단 노숙자 보호소, 1930년대에 건설된 기존의 노화된 보호소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발로 3,700개의 건설 일자리와 지역 주민을 위한 200여 개의 정규직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안은 뉴욕주의 국가 인증 MWBE 목표를 30% 충족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에는 고속 Wi-Fi, 운동실, 10,000 평방피트 면적의 식료품 매장, 방과후 

프로그램과 인력 개발 교육, 공연장,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위한 컴퓨터와 

교실이 갖추어진 7,000 평방피트 면적의 지역사회 허브 등이 포함됩니다.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Vital-Brooklyn-Kingsboro-renderings.pdf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권한대행, 사장 

겸 CEO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와 

같은 Cuomo 주지사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기반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노력은 

뉴욕이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7에이커 

면적의 킹스보로 지역의 주택, 공용 공간, 지역사회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탄생한 4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으로 수많은 건설직 일자리와 정규직이 만들어지고 

부르클린 중심지의 주민과 사업체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국(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부르클린 주변의 

역사적인 불황은 오래 지속된 보건 격차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킹스보로 정신의학 센터 캠퍼스에서의 

새로운 4억 달러 규모의 900채 아파트 개발은 적정 가격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건강하고 강력하며 교류가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이 평등, 건강, 살만한 주택, 기회를 위한 

노력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2020년 8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국(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과 협력하여 

부르클린의 최대 보건 기관 중에서 하나인 킹스보로 정신의학 센터 캠퍼스에 대한 

현대적 다목적 웰빙 개발안을 요청했습니다. 이 채택안은 이스트 플랫부시(East 

Flatbush) 지역에서 적정 가격 주택과 영구 지원 주거시설과 보호소 침대를 위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알맷 어번(Almat Urban),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 

부르클린 커뮤니티 서비스(Brooklyn Community Services), 센터 포 어번 커뮤니티 

서비스(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s), 더글라스톤 디벨럽먼트(Douglaston 

Development), 조브 디벨럽먼트(Jobe Development), 벨레즈 오거나이제이션(Velez 

Organization)이 진행합니다. 설계팀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자예 

어소시에이트(Adjaye Associates)와 할렘에 소재하는 스튜디오 쥬드(Studio Zewde)가 

포함됩니다. 죠브 디벨롭먼트와 벨레즈 오거나이제이션은 MWBE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원 주택 위원회(Assembly Housing Committee) 위원장인 Steven Cymbrowit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채택안은 저렴하며 편리한 양로원과 주택 소유 

기회에 대한 긴박한 수요를 한 장소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보건적, 

기타 일상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우리가 뉴욕주 전역에서 더 저렴한 주거시설을 만들겠다는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르클린 자치구의 Eric Adams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킹스보로 정신의학 

센터의 재개발 구역은 절실하게 필요한 적정 가격 주택을 공급하고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식품공급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오래 강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민을 건강한 음식과 활동과 연결해줄 도시 경작 기회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을 특별히 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한 

뉴욕주에 감사하고 취약한 환경에 사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가기를 

기대합니다."  

   

Alicka Ampry-Samuel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거시설은 인권이며 

Cuomo 주지사가 시스템의 불평등성을 인식해준 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방치된 

구역을 주거 시설과 지역사회 공간으로 전환한다면 부르클린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의 사장 겸 CEO인 Brenda Ro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센트럴 부르클린 지역사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독특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찹니다. 

킹스보로 개발은 주변 지역의 융화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공용 및 개별 지역사회 

공간, 다양한 주거 솔루션, 지원 서비스 및 경제 개발 효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달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ESD, HCR,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활성화   

   

센트럴 부르클린은 오래 동안 투자 부족과 사회적 외면으로 고통을 받아 주민의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중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건강 식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신체 활동 기회가 많으며, 폭력과 범죄율이 

높습니다. 센트럴 부르클린 또한 실업, 빈곤 수준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격차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센트럴 부르클린에 4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킬 9개 채택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채택안은 사회, 의학, 커뮤니티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교육 기회, 가족 주거시설, 

아파트 등과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었습니다.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 소개   

   

Cuomo 주지사는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련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브루클린의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웰빙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봄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옵션을 

평가하고, 하원의원 지역구들의 독특한 요구와 기회를 고려하며 장기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주지사는 센트럴 부르클린 출신의 각 뉴욕주 하원의원들에게 지역사회 

리더, 지역 전문가, 옹호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4-billion-vital-brooklyn-initiative-transform-central-brookly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4-billion-vital-brooklyn-initiative-transform-central-brooklyn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센트럴 부르클린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뉴욕주 상원의원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총 25 

차례의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약 100 명의 주요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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