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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MARY T. BASSETT 박사를 보건부 커미셔너로 임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Mary T. Bassett 의학박사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로 임명했습니다. Bassett 박사는 학계, 정부, 비영리기관에 걸쳐, 미국 

및 해외에서 건강 평등 및 사회 정의에 30년 이상 헌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임명은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검증된 

리더십과 건강 평등 증진 및 국가 전역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Bassett 

박사는 이 위기 중에 뉴욕주 보건부를 이끌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주지사로 

취임했을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우리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며, 뉴욕주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실력, 지식,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팀을 꾸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Bassett 박사는 높이 인정받는 공중 보건 전문가이며 모범적인 공직자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Bassett 박사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Mary T. Bassett 보건부 커미셔너 내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보건부를 이끌기 위해 제 고향인 뉴욕주로 돌아오는 영광을 겸손히 

받들겠습니다. 팬데믹은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키운 불평등을 드러내는 한편, 공중 

보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팬데믹 종식을 향해 노력할 때,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공평한 주를 만들기 위한 독특한 기회가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보건부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Bassett 박사는 현재 하버드대학의 프랑소와-사비에르 바그누드(François-Xavier 

Bagnoud, FXB) 보건인권센터 국장 및 하버드 T.H. Chan 공중 보건 대학 사회 및 

행동과학과의 건강 및 인권 실천 FXB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Bassett 박사는 2014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 커미셔너로 

재직하였으며, 임기 동안 인종 정의를 우선 순위로 하여, 구조적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뿌리 깊은 백인 뉴욕 주민과 유색인 커뮤니티 간의 건강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Bassett 박사는 에볼라, 냉방병, 기타 질병 유행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2002년, Bassett 박사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에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부커미셔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을 맡아서, 뉴욕시의 흡연 통제 개입 시범 실시와 



전국 최초로 칼로리 표시 요건 및 트랜스지방 제한을 포함하는 식품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Bassett 박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인종/윤리적 및 경제적 건강 

불평등에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몇몇 지역사회에 지역 공중보건소를 개소한 것입니다. 

이 보건소들은 이제 질병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적화된 다분야, 다기관 간 

전략을 이끌고 있습니다. Bassett 박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도리스 듀크 

자선재단(Doris Duke Charitable Foundation)에서 아프리카 보건 사업과 아동 건강 보호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재직하였습니다.  

  

경력 초기에, 짐바브웨 대학 의학 교수진으로 17년간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에이즈(AIDS) 예방 개입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남아프리카 지부에서 아프리카의 에이즈 

포트폴리오를 감독하는 건강 평등 부디렉터로 재직하였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한 후, 

콜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메일맨 공중보건대학(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임상 전염병학 조교수 등 교수진으로 재직하였습니다.  

  

Bassett의 수상 및 명예 경력에는 권위있는 상으로 꼽히는 프랭크 A. 칼데론 상(Frank A. 

Calderone Prize) 공중보건상, 콜롬비아 대학의 케니스 포드(Kenneth A. Forde) 평생 

업적상, 빅토리아 J. 마스트로부노(Victoria J. Mastrobuono) 여성 건강상, 여성 챔피온 

전국 조직(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s Champion)의 공중보건상 등이 있습니다. 

박사는 또한 국립의학연구소(National Academy of Medicine)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학회지(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부편집장으로 수년간 

봉직하였습니다. 최근 저작물로는 랜싯(The Lancet)과 뉴잉글랜드 의학 학회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미국의 구조적 인종차별 및 건강 불평등을 다룬 

논문들이 포함됩니다.  

  

Bassett 박사는 뉴욕시에서 자랐습니다.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역사 및 

과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콜럼비아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할렘병원(Harlem Hospital)에서 전문의 수련),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공중보건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챈스쿨(Harvard Chan School) 학장인 Michelle A. Willi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가 자신의 강력한 지도력과 평등에 대한 강렬한 헌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라는 이 새로운 직책에서 발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에서는 그녀를 많이 그리워하겠지만, 과학에 확고히 기초한 

증거 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직책을 그녀가 

맡은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메리는 뉴욕주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될 

겁니다."  

  

보건 및 인권 서비스 담당 뉴욕시 전 부시장을 지낸 Lilliam Barrios Pao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Mary Bassett 박사를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로 임명한 

것에 축하를 보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공중 보건을 이끄는 데 더 나은 자격을 갖추거나 

더 적당한 인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Bassett 박사는 뛰어난 위기관리자입니다. 



에볼라와 냉방병 위기 시 모두 그녀와 함께 일한 것은 엄청난 압력이 있을 때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시기에 

뉴욕시가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지도력 덕분이었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공중 보건은 사회적, 인종적, 성적 평등과 밀접하게 성취된다는 그녀의 믿음과 

같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가 이번 임명 발표로, 뉴욕주 공중 보건을 최선의 

인물에게 맡긴 것이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1199SEIU 회장인 George Gresha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Mary 

Bassett를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로서 임명한 것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Bassett 박사는 

뉴욕시 보건 커미셔너 시절, 에볼라를 비롯한 전례 없는 난관을 뚫고 우리 의료 영웅들을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전례 없는 문제에 당면하여, Bassett 박사의 공중 보건 전문성과 

보건 시스템에 대한 지식, 건강 평등에 대한 헌신은 뉴욕주에 거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녀와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미국 의료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선임 부회장이자 최고 의료 평등 

책임자인 Aletha Maybank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Bassett 박사라는 

뛰어난 책임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평등과 정의를 

향상시키는 더 나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입니다. 그녀의 

지도력 아래 뉴욕시 보건부의 건강 평등 센터(Center for Health Equity)를 개소하는 

특권을 경험한 것은 정부가 조직의 문화, 관행, 정책 및 그것을 넘어서 평등 및 인종 

정의를 내재하는 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적인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과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 자신과 

평등 전략의 핵심은 모든 뉴욕 주민의 향상을 돕기 위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Bassett 박사에게 배운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옹호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옳고, 건강하고, 공평한 것을 위해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녀가 공직에 돌아오게 되어 뉴욕과 미국을 위해 

진심으로 기쁩니다."  

  

로체스터대학(University of Rochester)의 산부인과 명예교수 및 교수 개발 및 다양성 

전 학장인 Vivian Lewis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Bassett 박사는 뛰어난 선택입니다. 

Rochester는 의료 불평등, 특히 팬데믹으로 노출된 사람들에게 호흡을 맞추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그녀와 제가 함께 의료 불평등에 관한 패널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의 위기를 국가적으로, 주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및 개인 차원에서 종식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들, 즉 인종, 사회경제적 계층, 의료 

접근성, 주거 등에 관한 그녀의 능변이 몹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Bassett 

박사의 업적은 만성적 상황 및 위기를 모두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자원을 동원하는 데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공중보건 

학자로서 그녀의 사례는 우리 학생들과 수련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필요성을 중시하는, 그런 의료 지도자가 되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녀의 지도력을 환영합니다."  

  

CUNY 공중보건 및 의료정책 대학원 학장인, Ayman El-Mohand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y Bassett는 뉴욕시 보건국 커미셔너 시절, 선견지명 있고 혁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녀가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라는 새롭고 중요한 직책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인구통계학적,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분리를 넘어서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일하려는 그녀의 헌신은 하루하루 명백하였습니다. 저는 Bassett 박사와 

오랫동안 다양한 직책에서 일했습니다. 뉴욕이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 

뉴욕 주민들은 그녀가 새 역할에서 발휘할 진실성, 능력, 연민, 지혜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되었음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a12e843-d589d104-8a101176-000babd9fa3f-8407cc45b0043063&q=1&e=76636e2d-1c0c-4666-b7a0-751ccc4fc7e9&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33234840324351558525875F00561A7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