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4억 달러 규모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의 다음 단계 발표  

  

이동식 마켓 31곳, 젊은이가 운영하는 농산물 시장 12곳, 노인을 위한 식품 불안정성 검사 

개시, 도시 농장, 식품 유통 중심지 연구에 182만 5,000 달러를 투자하여 센트럴 

브루클린이 건강한 식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 발표  

  

이동식 마켓이 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민 수는 두 배가 되며 내년에 신선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주민 수는 세 배가 될 예정  

  

2019년 가을까지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 정원 22개를 변화하는 데 310만 달러를 

투자함 발표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은 건실한 지역사회 기반의 기획 대책을 

바탕으로, 중요한 녹지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건강한 식품, 교육, 경제적 권한 부여, 폭력 

예방, 의료 서비스, 복원력 등을 제공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을 새 지역사회 발전 및 건강 

모델로 바꾸는 14억 달러 규모인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의 다음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체계적 폭력, 합리적 가격의 주택, 녹지 공간의 접근성 부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빈곤 고착화 등 만성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4월, Cuomo 주지사는 필수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2단계를 시작했으며 센트럴 

브루클린에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2,000가구 이상 건설하고 합리적 가격의 주택 

3,000가구 건설에 5억 6,3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진행하는 제안 요청서(Requests for 

proposal, RFPs) 다섯 건을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 초 Cuomo 주지사는 8개 지역사회 

정원을 개조 및 변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기타 14개 지역사회에 직수를 연결을 하는 데 

31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업은 2019년 가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주지사는 또한 중요 외래진료 장소와 연방 자격에 맞는 브루클린 기반 건강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8.17.18%20VB%20Map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Central_Brooklyn_Garden_Enhancements.PNG#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VB_ALL.png#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phase-two-14-billion-vital-brooklyn-initiative-0#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xt-step-14-billion-vital-brooklyn-initiative#_blank


 

 

센터 여섯 곳과 맺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억 1,000만 달러 규모이자 32개 

장소로 구성된 외래진료망 기초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종합적 계획의 다음 단계로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에서 

영양가 있는 식품 이용성을 높이고 만성적 식품 불안정성 및 건강 격차를 해결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이동식 마켓, 노인을 위한 식품 불안정성 검사, 젊은이가 

운영하는 농산물 시장, 지역사회 정원, 식품 유통 중심지 연구에 182만 5,000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뉴욕주는 지역사회가 신선한 로컬 푸드를 구입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 받도록 보장할 것이며 이동식 마켓을 통해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서비스의 이용성을 두 배 늘리고 새 식품 중심지를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제출하여 내년에는 이를 세 배로 늘릴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사 분의 일은 질 좋고 다양한 

식품을 잘 이용하지 못하며 이 수치는 주 평균의 거의 두 배입니다. 우리는 필수 

브루클린(Vital Brooklyn)을 통해 주민들이 새 자원을 이용하도록 도와 센트럴 브루클린 

거주민들이 고품질의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겪어 온 만성적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격차를 역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적극적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은 합리적 가격의 주택, 건강 관리, 건강한 식품에 투자함으로써 이 

지역의 격차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좋은 영양 섭취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과일 및 채소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기금으로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이동식 마켓을 만들고 지역사회 정원을 변화하여 식품 유통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 거주민들이 겪어 온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부당성을 

없애고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클린 지역사회 구역 10곳 중 8곳이 최고 비율로 식품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센트럴 브루클린에 있는 도시는 식품 불안정성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분석은 브루클린의 저소득 주민들은 고소득 주민들보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세 배 

더 멀리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의 다음 단계 목표는 이동식 식품 이용성에 투자하여 이러한 만성적 

격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동식 마켓 기금 프로그램(Mobile Market Grant Program)을 통해 협력 단체 다섯 

곳에서 약 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동식 식품 트럭(Mobile food access unit)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동식 식품 트럭은 완전한 식료품점 또는 새로운 식품 저장실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유연하고 저렴하며 이동성이 제한적인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ocations-expanded-services-and-partnerships-vital-brooklyns-210#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VB_Map.png#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8.17.18%20VB%20Map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8.17.18%20VB%20Maps.pdf


 

 

  

상금은 다음과 같이 새 이동식 마켓 프로그램을 센트럴 브루클린 주변에서 확장하고 

시행할 이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마켓을 두 배로 늘리고 추가로 약 25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ty Harvest, 135,620 달러 - 지역사회 파트너 이동식 마켓 

프로그램(Community Partner Mobile Markets Program)을 확대할 새 차량 

구매.  

o 포트 그린(Fort Greene),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Prospect Lefferts 

Gardens), 크라운 하이츠(Crown Heights), 브라운스빌(Brownsville),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s), 이스트 뉴욕(East New York), 

플레부시(Flatbush)의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  

  

• Bed Stuy Campaign Against Hunger, 145,650 달러 - 이동 식료품 

저장실 및 이동식 마켓 서비스 제공할 새 차량 구매, 완전하게 장비를 

갖추고 운영.  

o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Bed-Stuy), 부시윅(Bushwick),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Prospect Lefferts Gardens), 크라운 하이츠(Crown 

Heights), 오션 힐(Ocean Hill), 브라운스빌(Brownsville),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s), 이스트 뉴욕(East New York), 이스트 

플레부시(East Flatbush), 카나르시(Canarsie)의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  

  

• Council on the Environment Inc., 43,212 달러 - 센트럴 브루클린의 

젊은이 마켓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상하기 위해 화물 밴 구매.  

o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Bed-Stuy), 부시윅(Bushwick), 

브라운스빌(Brownsville),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s), 

플레부시(Flatbush)의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  

  

• United Community Centers, Inc., 50,000 달러 - 수요일 농산물 시장 

밖에서 추가로 운영, 이스트 뉴욕(East New York), 카나르시(Canarsie)의 

뉴욕 지역사회 주택공사(New York Community Housing Authority) 

개발지에서 농산물 판매대 두 곳 운영.  

o 이스트 뉴욕(East New York), 카나르시(Canarsie), 이스트 

플레부시(East Flatbush), 브라운스빌(Brownsville)의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  

  

• Food Bank for New York City, 122,689 달러 - 푸드뱅크(Food Bank)의 

그린 사이드워크 프로그램(Green Sidewalk Program) 확대.  



 

 

o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Bed-Stuy), 부시윅(Bushwick), 

브라운스빌(Brownsville),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s), 

플레부시(Flatbush), 이스트 플레부시(East Flatbush), 

카나르시(Canarsie)의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  

  

올 가을 프로그램의 제 2 라운드에서는 50만 달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신선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주민 수가 세 배로 늘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와 협력하는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SUNY Downstate)와 뉴욕주 간의 파트너십도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새 식품 불안정성 검사(Food Insecurity Screening) 시험 프로그램 시행에 3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SUNY 

Downstate)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건강 설명회를 방문하는 노인들은 식품 

불안정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인 농산물 시장 영양 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과 농산물 판매대, 기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10만 달러로 

센트럴 브루클린 전역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식품 불안정성 검사를 널리 확대할 

것입니다.  

  

추가 32만 5,000달러로는 젊은이가 운영하는 농산물 시장 12곳을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성장 뉴욕시(Grow NYC) 및 전국 교원 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UFT)과의 협력하에 이번 학년도에 시작하는, 센트럴 브루클린의 지역사회 학교 12곳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기술을 부여하고 지역 식품 체계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청소년들에게 농장 판매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얻을 새로운 장소에서 학교 운영 

기간 및 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건강한 식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은 또한 주민들이 신선한 식품을 이용하는 데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로 불충분한 식품 공급망 인프라를 들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이러한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는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 복구 

조합(Bed Stuy Restoration Corporation)에 5만 달러를 지원하여 식품 중심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에는 종합적 이해 당사자 

참여 과정, 식품 중심지 모델 및 우수 사례 연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 형성 및 

기능에 대한 권장사항, 지역사회 요구를 충촉할 최적의 장소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식품 

중심지 인프라는 또한 지역 농부 및 농업 생산자들에게 개선된 집합성 및 유통 기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수 브루클린(Vital Brooklyn) 지역에서 지역사회 정원 및 도시 농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는 두 협력 단체에 중요한 개선 및 프로젝트 확장용으로 5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성장하는 이러한 지역들은 굶주림을 막는 데 기초적 역할을 하며 

동시에 적절한 영양소, 교육적 기회,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다음 단체에 

수여되었습니다.  

  

• Bed Stuy Campaign Against Hunger, Inc. (킹스 카운티), 25,000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 캠페인 어겐스트 헝거(Bed Stuy 

Campaign Against Hunger)의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Bedford Stuyvesant) 

사라토가 농장(Saratoga Farm)에서 새로운 아쿠아포닉스 온실 재배 

시스템 시행 및 장기 운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United Community Centers, Inc. (킹스 카운티), 25,000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브루클린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농산물 시장을 키우고 

건강한 식품의 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스트 뉴욕 농장(East New York 

Farms)이 지역 정원사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게 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활기찬 경제의 출발점은 영양가 있는 농장 식품입니다. 

주지사님께서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을 위해 노력하신 덕분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며 기타 사회 및 

경제적 향상도 이룰 것입니다.”  

  

Jesse Hamilt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은 녹지 공간 이용성, 건강한 먹거리, 주택,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데 크게 투자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만성적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전역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 투자로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녕이 개선될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 주민들과 실질적 결과를 내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 

기대됩니다.”  

  

Roxanne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는 일, 학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이용성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 일원이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순조롭게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주민들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동네를 번영하게 도울 중요한 계획에 자금을 

대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N.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은 브루클린 미래 세대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데 필요한 자금과 포괄적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식품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젊은이들은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고 식품 불안정성 검사 시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브루클린의 다음 세대가 영양가 있는 식품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보장합니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이용성을 제공하고 

브루클린 전역 지역사회의 삶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 좋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는 성공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센트럴 

브루클린의 주민들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놀라운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이번 단계를 통해 Cuomo 주지사님께서는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늘리고 센트럴 브루클린을 건강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로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곳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Diana C. Richard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건강한 

브루클린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필수 브루클린 계획(Vital Brooklyn initiative)이 

불리했던 대부분의 거주민에게 문을 열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성적 식품 격차를 해결해주시고 브루클린의 모든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aime R. William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는 모든 뉴욕 

주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지역이 신선한 식품 이용성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주도적으로 브루클린인들의 식품 안정성을 다루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수많은 

주민에게 가져다 줄 지역사회 정원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수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에 지속적 투자를 하시고 

우리 도시가 더욱 강해지도록 지원해주시는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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