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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지사지사지사, SUNY 의장의장의장의장 CARL MCCALL 및및및및 BILL DE BLASIO 시장이시장이시장이시장이 LICH 화해화해화해화해 합의합의합의합의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합의는합의는합의는합의는 모든모든모든모든 미결미결미결미결 및및및및 미래의미래의미래의미래의 소송을소송을소송을소송을 종식하고종식하고종식하고종식하고, 커뮤니티의커뮤니티의커뮤니티의커뮤니티의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실행실행실행실행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의료를의료를의료를의료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거침거침거침거침 없는없는없는없는 길을길을길을길을 제공하며제공하며제공하며제공하며 , SUNY는는는는 2014년년년년 5월까지월까지월까지월까지 운영을운영을운영을운영을 끝낼끝낼끝낼끝낼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 SUNY 의장 H. Carl McCall 및 Bill de Blasio 시장은 오늘 Long Island College 

Hospital 소송 당사자들과의 화해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미결 및 미래의 소송이 

종식되고 SUNY는 간섭 없이 2014년 5월까지 시설 운영을 끝낼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실행 

가능한 장기 의료 해법을 찾기 위한 합의된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윈윈 합의는 LICH 커뮤니티의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련된 모든 미결 

문제를 해소합니다. 커뮤니티와 선출직 공무원들은 RFP 제출 신속 프로세스에 이은 7일간의 선정 

기간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합의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위한 승리이며 Brooklyn 주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길을 닦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여기 

뉴욕주에서 우리는 의료 개혁의 와중에 있는데 현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제의 고비용의 

비효율적 모델은 더 이상 내일을 위해 타당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합의 조건에 의거 

SUNY는 LICH를 위한 새 운영자를 찾기 위한 소구 프로세스를 다시 열고, 병원이 현대화하고 

뉴요커들을 섬기는 중요한 사명을 지속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SUNY와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옹호해온 타당한 의료 결과를 

제공할 해법을 Brooklyn에서 성취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느라고 수고하신 

Zimpher 총장과 그의 팀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SUNY 의장 H. Carl McCall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욕주의 공립 고등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전주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50만 학생,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및 커뮤니티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학문적 사명으로 다시 한 번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RFP 프로세스의 신속한 재실시에 합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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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의 비생산적 소송 절차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고 따라서 SUNY에게 최선의 이익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그룹들이 이 화해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그들 자신의 의료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여 감사합니다. 이전의 모든 

입찰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역적 화해를 지지하는 선출직 리더 및 커뮤니티와 노등 그룹에도 감사드립니다. 

SUNY는 LICH의 위기 해법이 법정 바깥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의미있고 정중한 대화를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우리의 계속적인 목표는 SUNY Downstate 및 University Hospital에 있는 

중요한 Brooklyn 메디컬스쿨의 안정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가 

승인한 지속 가능성 계획을 우리가 추진함에 따라 커뮤니티 및 정부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 달 동안 우리는 Long Island College의 자유낙하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문에서 자물쇠를 치우기 위해 법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투쟁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시 정부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침내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해결책을 

확보하였습니다”라고 뉴욕시장 Bill de Blasio가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물러서기를 거부한 

간호사와 의사, 동네 협회, 환자 및 선출직 공무원들의 모든 엄청난 노력의 결정판입니다. 이것은 

Cuomo 지사와 SUNY의 집념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을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해결을 

성취하도록 도운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진료의 지속성을 보호하고 이 커뮤니티의 의료 니즈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LICH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한 달 1300만 달러의 적자, 5억 달러가 넘는 부채 및 끝이 없는 고비용 소송으로 

SUNY는 이 화해가 뉴욕주에 산재한 학생들과 SUNY 캠퍼스들이 LICH의 쌓이는 재정 위기에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일한 코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SUNY는 처음부터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보존하기 위해 투쟁해 왔는데 이 합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SUNY는 이전 소구에서 강력한 제안들을 받았는 데, 그것은 선출직 관리들과 많은 커뮤니티 및 종교 

집단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SUNY는 이러한 분들과 그룹 모두의 지지에 

감사하며 본 과정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전의 유자격 입찰자들은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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