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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루클린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발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및 일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7억 달러의 

지원금  

  

예방 의료 서비스 및 복지에 초점을 맞춘 32 개 현장의 외래 진료 네트워크 개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브루클린 전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주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 의료 서비스 시스템인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에 약 

7억 달러의 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1) 현재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의료 서비스 시설을 강화하고, (2) 기존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포함하여 32 개 현장의 외래 진료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3) 양질의 서비스와 예방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킵니다. 이 발표는 브루클린의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지사의 혁신적인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의료 서비스 분야의 만성적인 

불균형이 센트럴 브루클린의 구조적인 빈곤에 기여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모든 면을 해결할 국가적인 

모델입니다. 전체를 관장하는 이러한 투자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힘을 불어 

넣어,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만듭니다.”  

Carl Heastie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센트럴 브루클린은 

수년간의 방치와 투자 감소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향후 수 세대 동안 이러한 이질적인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며, 예방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이며 종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대다수 

의원들은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 및 정부의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은 상당히 더 높은 비율의 비만, 당뇨병 및 고혈압, 건강한 식품이나 신체 

활동 기회에 대한 제한적 이용 가능성, 높은 비율의 폭력 및 범죄, 실업부터 높은 빈곤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적 격차,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용 기회를 가지고 있는, 뉴욕주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가 “브루클린 스터디: 의료 서비스 미래의 재구성(The 

Brooklyn Study: Reshaping the Future of Healthcare)”에서 권장한 권고안과 일치합니다. 

브룩데일 대학 병원 의료 센터(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Medical Center), 

인터페이스 의료 센터(Interfaith Medical Center), 킹스브룩 쥬이쉬 의료 센터(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들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통합된 중앙 집중식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하게 될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를 설립하기 위해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기금은 광범위한 통합 외래 치료 네트워크의 개발, 임상 프로그램 지역화 및 입원 환자 

서비스 재구성을 포함한 3 개 병원 시설 각각에서의 중요한 인프라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지역 보건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조정 및 

전달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사적 건강 정보 기술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에 6억 6,400만 달러의 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32 개의 현장 외래 진료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지원금 2억 1,000만 달러: 이 

광대한 네트워크에는 센트럴 브루클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 기본 및 

예방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설에는 일년에 약 50만 

건의 새로운 외래 진료 방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이 지역을 

방문하는 횟수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외래 진료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기본 치료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4 군데의 브루클린 

연방 공인 의료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베드 

스터이 가족 의료 센터(Bed Stuy Family Health Center), ODA 크라운 

하이츠(ODA Crown Heights), 브라이트포인트 헬스 (Brightpoint Health), 

브라운스빌 멀티 서비스 센터(Brownsville Multi-Service Center) 등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https://www.northwell.edu/about/our-organization/northwell-ventures/brooklyn-study
https://www.northwell.edu/about/our-organization/northwell-ventures/brooklyn-study
https://www.northwell.edu/about/our-organization/northwell-ventures/brooklyn-study


▪ 뉴육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SUNY Downstate) 캠퍼스와의 

프로그램 교류 관계를 구축하고 대학 병원(University Hospital)의 

학문적인 사명과 비전을 지원합니다.  

▪ 긴급 치료, 일차 진료, 전문 분야와 같은 현장의 복지 

편의시설들을 포함하기 위해 3 곳의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 병원을 둘러싼 인접 지역에 세워지는 

저렴한 신규 주택 개발과 통합합니다.  

▪ 255 개의 순수한 새 일자리를 만들고, 300 명의 일차 

진료 의사를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으로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지역의 경우 뉴욕주에서 1 인당 

일차 진료 의사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 중요한 임상 및 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금 3억 8,400만 달러:  

o 브룩데일(Brookdale)은 새로운 응급실 개발, 새로운 병상 30 개를 갖춘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을 수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 센터 

확장 및 개발을 포함하여 지역 트라우마 센터로서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시설 개선을 단행할 것입니다. 추가 환자 치료 

병상의 수는 100 개 병상으로 브룩데일(Brookdale)의 환자 수용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페이스(Interfaith)는 응급실을 개조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일차 진료 및 행동 의료 서비스의 통합을 지원하는 종합 정신과 응급 

프로그램(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 CPEP) 

진료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 킹스브룩 쥬이쉬(Kingsbrook Jewish)는 새롭게 확장된 외래 

일차 진료 및 전문 치료, 응급 서비스, 급성 환자 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 타운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킹스브룩(Kingsbrook)은 저렴한 신규 주택 및 

지역사회 공간 제공 등을 포함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의 일부를 재사용할 것입니다.  

▪ 3억 8,400만 달러 가운데 1억 4,200만 달러는 자사의 

신청서에 제출된 다른 임상 및 시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매기는 유연성을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에 제공하기 위해 예약될 

것입니다.  

  

• 기업용 광역 건강 정보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금 7,000만 달러: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에 대한 기금 지원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정보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3 

개의 병원 기술 플랫폼 및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에 통합된 단일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건강 보험 제도는 지불 개혁 및 건강한 인구가 사는 새로운 



세계에서 번창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의료 정보 기술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임상시 의사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치료 

결과를 향상시킵니다.  

▪ 효과적인 간호 관리 능력을 개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 의료 시스템 및 사회 결정 요인에 대한 일관된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지역사회의 파트너가 

수행하는 중재 성공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 결과 

측정 세트의 보고는 건강 관리의 사회적 결정 요인 및 

지역사회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이렇게 지급된 자본금은 현행 예산으로 제공되는 연간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더불어 브룩데일 대학 병원 의료 센터(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Medical Center), 킹스브룩 쥬이쉬 의료 센터(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인터페이스 의료 센터(Interfaith Medical Center), 와이코프 하이츠 의료 센터(Wyckoff 

Heights Medical Center) 등 4 곳의 센트럴 브루클린 및 이스턴 브루클린 병원들에 대해 

제안된 행정부 예산에 3억 2,000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나머지 3,600만 달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래의 지원금을 위해 보관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브루클린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접근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모델이 될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의 LaRay Brow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센트럴 브루클린과 노스이스트 브루클린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절실한 필요성을 해결하는 발표였습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 시스템에 대한 이 중요한 투자를 통해, Cuomo 

주지사님이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구는 모든 자립적인 지역사회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전해 주신 주지사님과 

주의회 의원님들께 저희는 박수를 보냅니다!”  

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이미 브루클린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최신 투자는 남녀노소 모두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은 지역사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려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우리 주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이전보다 훨씬 나은 브루클린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는 

일은 항상 제가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대표하는 선거구와 같은 환경의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대단히 불공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이 철저히 계획되어, 오늘날 신중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보기 위해 이 

대담한 조치를 취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Roxanne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뉴욕이 지향하는 가치의 초석이며, 브루클린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문제로 주지사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와 계속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Jesse Hamilt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리더십이 

오늘, 이 중요한 이정표로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을 데려 오는 모든 파트너들과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루클린나이츠의 건강과 복지를 지지하는 일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이웃에 힘을 실어 줍니다.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통한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14억 달러 투자는 

우리 이웃의 미래를 계획에 대한 폭넓은 참여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 격차 및 

기타 사회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투자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처하는데 전념해온 지역사회 

파트너들, 미국 최초로 공공 주거시설에 테크 및 웰니스 허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와 

저의 동료들과 함께 협력했고, 겨우 지난 주에 해당 ‘캠퍼스’ 이니셔티브를 작년에 센틑럴 

브루클린의 이웃 지역으로 확장했던 사람들과 같은 혁신가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줍니다. 이러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를 위해 브루클린의 번영에 대한 

약속을 실현할 것입니다.”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이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고 우리 

주민과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가 단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브루클린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Jamie William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가장 열악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복지의 모든 면을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새로운 투자는 의료 서비스 및 복지를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저는 브루클린의 미래에 계속 

투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remaine W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Cuomo 주지사가 개시한 이 모델은 이 지역에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의료 시스템 전달의 활성화, 변화, 개발 등을 행정부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의료 서비스 혁신안의 

일부는 우리의 지역사회에 상당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우편 

번호가 우리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55 번 선거구(55th Assembly District, A.D.) 주민을 대표하여 저는 브루클린의 

남녀노소 주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주기 

위한 주지사님의 투자와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의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에서부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는 일에 이르기까지,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시작한 이 국가적인 모델은 이 지역에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너무나 오랜 기간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됩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센트럴 브루클린의 상승 추세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시의 Letitia James 공익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의 뉴욕에 

대한 재정 공격에도 불구하고, Cuomo 주지사님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미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려는 

주지사님의 공약은 입원 환자 중심 모델에서 지역사회 접근 모델로의 전환 및 향상된 

의료 서비스 결과로의 전환을 허용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기금이 적시에 

배치되도록 지역사회 옹호 단체, 노동, 의료 서비스 리더들뿐만 아니라 브루클린의 

선출직 공무원들과도 협력해왔습니다. 저는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와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님 및 

광범위한 지역 연합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Robert Cornegy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센트럴 브루클린이 주민들이 필요한 

중요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체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이 지역과 주민들이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유지하고,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까지 지켜봐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199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 의장 George Gresha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의료 서비스 감축으로 뉴욕의 지역사회들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브루클린의 근로 가정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Cuomo 주지사님과 우리 의회의 리더들이 선트럴 브루클린과 이스트 

브루클린의 의료 서비스 기관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약을 이행합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NYSNA)의 사무총장인 Jill 

Furillo 공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안전망 병원에 이렇게 많은 기금을 할당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취약한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기금을 대폭 

줄이고 병원을 문닫게 만드는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표한 잘못된 비인간적인 

정책보다, 브루클린의 환자들은 뉴욕주의 노력 덕분에 훨씬 나아졌습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협회(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Rose Duhan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센트럴 브루클린 및 이스턴 브루클린의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하고, 이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연방 공인 의료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지사님의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에서 일차 진료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합병, 통합, 인수 또는 기타 기업 구조 조정 활동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이고 

오래된 시설을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병원, 거주형 의료 시설, 진단 및 

치료 센터, 일차 진료 제공기관, 자택 치료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인, 킹스 카운티에 위치한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제공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보조금의 제안된 사용이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가 준비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위탁을 받은 보건 서비스를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에 시설 투자 권고안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여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새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서비스를 저렴한 지원 주택, 건강식,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의 운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통합 및 조정함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소를 다루는 건강 관리의 전체적 비전 및/또는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타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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