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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2억 1,000만 달러 규모 32 

곳의 현장 진료소를 묶는 외래 진료 네트워크를 위한 현장과 확대된 서비스, 제휴 관계 

등에 대해 발표 

 

주요 지역의 현장 진료소 12 곳에 1억 4,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완전한 규모의 일차 

진료 및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소 11 곳의 문을 새로 열거나 확장하기 위해, 양질의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루클린 기반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 6 곳과의 제휴 관계를 통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 

 

소외된 지역의 추가 외래 진료소들에 4,000만 달러까지 투자 예정 

 

이 외래 진료 시설 중 일부,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3,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 단지와 통합 예정 - 7월 13일에 마감되는 5 곳의 

현장 진료소에 대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범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인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가 주요 

외래 진료 현장들을 파악한 후, 브루클린 기반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 6 곳과 제휴하여 2억 1,000만 달러 규모로 32 곳의 

현장 진료소들을 묶는 외래 진료 네트워크의 기초를 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력 

프로젝트에 1억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센트럴 브루클린의 완전한 규모의 일차 

진료 서비스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브루클린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소 11 곳의 문을 열거나 확장하기 위해, 3,000만 달러 이상을 

브루클린 기반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 6 곳에 투자할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센트럴 브루클린의 추가 외래 진료소에 대해 추가 투자 4,000만 달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주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 외래 진료 네트워크의 출범을 통해 저희는 공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모든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보험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연방 

의원이었을 때, 저는 많은 뉴욕 주민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인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파트너십과 주정부 투자를 통해 센트럴 

브루클린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합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의 진전에 대한 오늘의 발표는 브루클린의 건강 보험 환경을 

변화시키는 흥분되는 조치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는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센트럴 브루클린은 1차 의료 기관 및 그 밖의 중요한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 기회가 부족합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센트럴 브루클린의 

10만 명당 단지 55 명의 일차 진료 담당 의사가 있는 반면, 뉴욕주 전체 평균은 그 두 

배에 이릅니다. 추가로, 센트럴 브루클린에서는 매 1,000명당 응급실을 497회 

방문하며, 이 또한 주 전체 평균을 능가합니다.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의 초석인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외래 진료 네트워크는 만성적인 건강 보험 불균형의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새로운 

외래 진료 네트워크는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연간 742,000 건의 신규 건강보험 방문자들 

지원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현재 이 건강보험 제공 기관들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외래 

진료 방문 횟수가 약 두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브루클린 기반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들과의 파트너십은 이 지역사회 보건소의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관계와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파트너십은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의 신체 건강, 행동 건강, 사회적 결정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춘 통합 

건강보험 제공 모델의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 진료소 12 곳에 1억 4,000만 달러 이상 투자 

뉴욕주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는 센트럴 브루클린 전 지역의 주요 지역 현장 

진료소 12 곳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주요 지역 현장 진료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킹스브룩 유대인 메디컬 센터(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KJMC)의 메디컬 

빌리지(Medical Village): 크라운 하이츠 소재 킹스브룩 유대인 메디컬 센터(KJMC) 

캠퍼스에 위치한 메디컬 빌리지(Medical Village)를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래 환자 임상 및 환자 지원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메디컬 빌리지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몇 곳의 고급 외래 

진료 센터(Ambulatory Centers of Excellence)들이 진정한 통합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킹스브룩 캠퍼스에 공동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배치되는 센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눈, 상부 말단, 무릎, 엉덩이, 발목, 유방 수술을 포함한 수많은 암 관련 

사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외래 환자 수술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을 갖춘 5 개의 수술실이 있는 외래 수술 센터(Ambulatory 

Surgery Center, ASC). 

• 최신 디지털 진단 영상 기술, 전자 사진 보관 기술, 비침습적 개입 치료법 

등의 종합적인 일련의 기술을 갖춘 영상 센터(Imaging Center). 이 영상 

센터(Imaging Center)는 자기 공명 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으로 

알려진 “기능적” 영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캐너(CT 

Scanner), 진단 엑스레이, 초음파, 핵의학, 3차원 유방 조영술, 뼈밀도 

측정술, 심장 및 말초 혈관 초음파 기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광범위한 주입 및 이미징 서비스, 하위 전문 분야 서비스, 환자 탐색인 및 

환자/가족 지원 그룹, 재활, 고통 완화 치료, 현장 진료소 이미징 및 실험실 

접근,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모델로 여러 분야가 

함께 배치된 종합 센터(Comprehensive Center). 

 

프로스펙트 하이츠 소재 비숍 워커 헬스 케어 센터(Bishop Walker Health Care 

Center)를 여성 및 어린이 건강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검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완전히 개조하여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방 조영술 장비와 수명이 다한 엑스레이 장비 두 대의 교체 작업을 포함하여 새로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비숍 워커(Bishop Walker)는 

내과(Internal Medicine), 영양(Nutrition), 부인과(Gynecology), 유방 진료 센터(Breast 

Care Center), 가족 계획 및 청소년 임신 예방 서비스(Family Planning and Teen 

Pregnancy Prevention Services), 청소년 의학 및 성 및 생식 건강(Adolescent Medicine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여성 및 청소년 보건소(Integrated Women's and Teen Health Center)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저렴한 주택 단지와 함께 배치됩니다. 

 

이스트 뉴욕 소재 브루클린 개발 센터(Brooklyn Developmental Center, BDC)의 

메디컬 빌리지(Medical Village)에는 브루클린 개발 센터(BDC)에 들어설 새로운 저렴한 

주택과 함께 개발되는 새로운 최첨단의 종합적인 외래 수술 및 영상 센터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종합 센터의 예비 설계에는 수술실 2 곳, 내시경 검사실 2 곳, 최첨단 

자기 공명 영상법(MRI),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캐너(CT Scanner)가 제공하는 영상 용량과 

더불어 두 대의 엑스레이 장비, 한 대의 초음파 장비, 한 대의 유방 조영 시스템 및 뼈 

밀도 스캐너 등이 포함된 일상적인 작업 용량을 위한 영상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하이츠 소재 피에르 투생 헬스 센터(Pierre Toussaint Health Center)는 일차 

진료 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대기 흐름과 환자의 진료 경험을 향상시키며, 일차 진료, 

전문 의료, 입원 치료 등에 대한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ne Brooklyn Health System, 

OBHS)의 전체 연속성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공간 2,500 

평방 피트를 개조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BHS)의 통합 시스템에 

주민을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트 뉴욕 소재 올드 브리스톨 위민 앤 차일드 헬스(Old Bristol Women & Child 

Health)는 발육 중인 어린이를 위한 소아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전히 개조되어 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브룩데일 병원 캠퍼스(Brookdale hospital campus)에서 

이전되어, 광범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브루클린 기반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 6 곳과의 제휴 관계를 통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 

새로운 외래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에 

지원된 2억 1,000만 달러 중 3,000만 달러 이상이 새로 문을 열거나 확장된 지역사회 

보건소 11 곳에서 통합 외래 환자 서비스를 통해 일차 진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6 곳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와의 제휴 관계를 통해 투자 될 것입니다. 이 파트너들과 

가장 중요한 장소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운스빌 멀티 서비스 센터(Brownsville Multi-Service Center, BMS)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는 기존 27,000 평방 피트 규모의 장소를 

대체하여 5만 평방 피트 규모의 최첨단 진료소를 설립하기 위해, 브라운스빌 멀티 

서비스 센터(Brownsville Multi-Service Center)를 위해 1,03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록커웨이 애비뉴 592 번지(592 Rockaway Avenue)에 위치한, 새롭게 

확장되는 센터에 들어서는 시설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부서에 새로운 검사실 22 곳을 추가하여 총 49 곳의 검사실 확보, 

• 환자 교육, 단체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와의 만남, 체력 단련, 무료 

의복 배포 및 무료 음식 배식 공간, 

• 족병 치료과, 호흡기 내과, 신장과, 소화기 내과, 심장과의 현장 진료를 

위한 진료실, 



•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사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및 행동 보건 

서비스 확대, 

• 의료 서비스 센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과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확장된 지하 주차장. 

 

현장 진료소 중심의 종합적인 일차 진료, 예방 의료, 지원 의료 서비스 및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를 개선하고 검사실을 추가하여, 이 커뮤니티 건강 허브는 

브라운스빌 멀티 서비스 센터(BMS)의 환자 수용 능력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완공될 경우, 이 확장된 장소에서 확장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만들어진 건설 일자리는 

제외하고, 약 32 개의 새로운 임상 직급이 생기며 31 명의 임상 및 비임상 지원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스터이 패밀리 헬스 센터(Bed-Stuy Family Health Center) 

• 이 기관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브루클린 지역에 새로운 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일차 진류 위성 센터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정 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만성 질환 관리, 순환 특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의 재정 지원을 받은 보조금 약 225만 달러로 

이 프로젝트의 개발과 완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 기관은 일차 진료, 진료 관리, 기타 순환 서비스의 추가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 일차 진료, 정신과, 족병 치료, 외과 상담, 검안/안과, 영양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차 진료소를 확인할 것입니다. 

 

브라이트포인트 헬스(Brightpoint Health) 

• 이 기관은 만성적인 질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엘리베이터를 

추가하여 현장 진료소의 약국 서비스를 포함하여 환자들이 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최소 1만 평방 피트 규모의 알파 학교 

시설(Alpha School Facility)을 개조할 예정입니다. 이 확장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일차 진료실 10 곳과 행동 건강 진료실 10 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의 보조금 400만 달러를 이용하여 

통합 의료 센터의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 추가 보조금 100만 달러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응급 치료 센터를 만들기 

위해 2,500 평방 피트 규모의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의 보수 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ODA 크라운 하이츠(ODA Crown Heights) 

이 기관은 크라운 하이츠에서 15-20,000 평방 피트 규모의 일차 진료 및 전문 치료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의 보조금 약 6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이 새로운 시설은 족병 치료, 내분비과, 피부과, 심장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울증 치료와 같은 행동 

건강 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헬스 네트워크(Community Health Network, CHN) 

커뮤니티 헬스 네트워크(CHN)는 부시윅 인접 지역 환자의 신체적, 행동적 건강 요구를 

모두 해결하는 통합 외래 환자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기관의 일차 진료 수용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할 것입니다. 

 

브루클린 플라자 메디컬 센터(Brooklyn Plaza Medical Center) 

• 브루클린 플라자 메디컬 센터(Brooklyn Plaza Medical Center)는 

의학적으로 소외된 브루클린 인접 지역에 2 곳의 새로운 외래 진료소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 장소는 소아과, 청소년 건강, 

성인 및 노인 건강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일차 진료소의 크기가 결정되어 설립될 

것입니다. 

• 또한 이 기관은 여성 의료 서비스, 성인 및 소아과 의료 서비스, 기타 전문 

의료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스트 

플랫부시에 최대 12,000 평방 피트 규모 일차 진료 센터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의 재정 지원을 받은 

보조금 약 600만 달러로 이 두 곳의 브루클린 플라자 연방 공인 의료 

센터(Brooklyn Plaza FQHC) 프로젝트의 개발과 완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지역의 추가 외래 진료소들에 4,000만 달러까지 투자 예정 

외래 진료 네트워크(Ambulatory Care Network)에는 또한 센트럴 브루클린 전 지역에서 

특히 일차 진료 및 전문 치료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 들어설 9 곳의 추가 

현장 진료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진료소들은 소아과, 내과, 가정 의학 시술, 

족병 치료, 내분비과, 피부과, 심장과, 신경과, 산부인과, 현장 진료소의 우울증 치료 

매니저, 다기능성 일차 진료 및 행동 건강 관리팀 등을 비롯하여 공동 배치 된 행동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외래 진료 시설 중 일부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 공약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3,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 단지와 통합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주지사는 뉴욕주가 관리하거나 인터페이스 메디컬 센터(Interfaith Medical 

Center), 브룩데일 대학 병원(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주정부 소유 브루클린 개발 

센터(Brooklyn Developmental Center)가 소유한 토지 구획내에 2,000 가구가 넘는 

저렴한 주택을 짓기 위한 5 건의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는 2018년 7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phase-two-14-billion-vital-brooklyn-initiative-0


 

이 요청은 센트럴 브루클린에 저렴한 주택 3,000 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젝트의 5억 6,300만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1) 녹지 공간, 레크리에이션 활동, 건강에 좋은 식품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 교육 및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3)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개선하고, (4)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내역과 제안 요청서(RFP)를 발표했습니다. 

 

Yvette D. Clark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은 브루클린에서 건강 보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하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뉴욕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 리더십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 중요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뉴욕주에 80억 달러를 투입한 

메디케이드 면제(Medicaid Waiver)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Obama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 투자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고, 가장 취약한 

인구 계층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더욱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비전과 노력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매우 필요한 건강 보험 서비스를 브루클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양질의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제 양질의 건강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이러한 확대로,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계속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Roxanne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을 통해 브루클린 주민은 성장하면서 번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건강 보험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브루클린의 우리 

지역사회들은 건강 보험 불균형을 너무 오랫동안 감내해왔습니다. 이 투자로 많은 

브루클린 주민의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브루클린에서 건강과 복지를 지원해 주신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래 진료 네트워크는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을 돕기 위한 공약을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뉴욕의 모든 주민이 수입에 관계없이 양질의 건강 보험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주지사님과 주의회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의 Letitia James 공익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강 보험 

네트워크를 통해, 브루클린 주민은 거주지에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건강 보험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이 예약 시간을 지키고 예방 치료, 진료 또는 필요한 후속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쉬워집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를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 보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Alicka Ampry-Samuel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브루클린을 만드는 길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보다 양질의 건강 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전보다 나아진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진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발표로 의심할 바 없이 브루클린 전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건강이 나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Mathieu Eugene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보험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Cuomo 

주지사님은 브루클린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필요한 건강 보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건강 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언권이 

약하거나 약자인 주민을 위해 앞장 서서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루클린 의료 서비스 시설 전환 프로젝트(Brooklyn Health Care Facility 

Transformation Project) 지원금 6억 6,400만 달러: 

2018년 1월에 주지사는 센트럴 브루클린 전 지역에서 진료를 확대하고 개혁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에 보조금 6억 6,4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3,600만 달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래의 지원을 위해 예비될 

것이며, 프로그램이 완료될 경우 총 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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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의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그램은 지원이 

대단히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만연한 폭력과 뿌리 깊은 빈곤 등과 같은 만성적인 격차를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transformation-health-care-system-brooklyn#_blank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통합 지역 8 곳을 파악하여 

투자함으로써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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