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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일환인 266 가구의 신규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킹스브룩 유대인 의료 센터 노스 캠퍼스(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North 

Campus)를 건강, 웰빙, 고용, 지원 서비를 갖춘 아파트 건물로 바꾸는 프로젝트  

  

센트럴 브루클린에 4,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겠다는 주지사의 5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약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센트럴 브루클린에 위치한 킹스브룩 유대인 의료 센터 

노스 캠퍼스(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North Campus)를 266 가구의 저렴한 

주택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에서는 

저렴한 주택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 웰빙, 고용 및 지원 서비스를 주민과 더 넓은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주택 개발은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를 통해 4,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주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5억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킹스브룩 유대인 의료 센터 노스 

캠퍼스(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North Campus)의 변신은 저렴한 주택에 대한 

5억 7,8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센트럴 브루클린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낸 가장 최근의 진전입니다. 새로운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는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최고급 저렴한 주택과 그들이 필요로하는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탁월한 개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의 일환으로, 102,000 평방피트 규모의 킹스브룩 유태인 의료 센터 노스 

캠퍼스(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North Campus)에 위치한 세 개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두 개로 교체합니다. 부지에 위치한 또 하나의 건물인 

레비톤 빌딩(Leviton Building)은 병원 용도에서 주거용 건물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는 3개 건물에 총 266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러한 주거 

공간은 다양한 소득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에는 노령자 및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이 포함됩니다. 건강 및 웰빙 수업, 직업 훈련 및 고용 기술 개발, 신체 



 

 

활동 프로그램 및 통합 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의 편의시설로는 치료 정원, 

야외 운동 기구, 통로, 어린이 놀이 공간, 야외 주방, 그릴 및 실내 교육 주방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간호사가 상주하는 현장 서비스 및 상담 공간, 피트니스, 활동 

및 커뮤니티 룸, 라운지, 세탁실 및 자전거 보관소 등이 제공됩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거주 공간 및 부지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인터넷 

접속을 늘리겠다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사업의 특징적 요소입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ne Brooklyn Health System)과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는 7,000 평방피트 규모의 페이스(PACE 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모든 종합 

치료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발 프로젝트 주민 및 주변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에는 엔터프라이즈 친환경 지역사회 인증(Enterprise Green 

Communities Certification)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전략이 포함되며, 에너지 절감 

의무 사항의 3배 이상을 달성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 의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스타(ENERGY STAR) 다가구 고층 

프로그램의 표준을 준수하는 한편, 건물 위에 태양광 포토 전압 패널과 친환경 지붕 

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는 향후 수십 년간 센트럴 

브루클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입니다.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가 완공되면 편의 시설을 갖춘 266 가구의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이 만들어져, 웰빙과 교육, 커리어 개발을 이끄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서비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또는 특별한 수요를 

가진 가구의 경우 양질의 의료와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모두를 위해 더 

강하고 건강한 센트럴 브루클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지원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취약 

계층의 노인들이 건강하게 참여하며 살아가기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지역사회 자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는 최초의 연령 친화적 주로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황금 기준이며,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뉴욕을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주로 만들겠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Diana Richard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렴한 주택, 

건강 관리 및 직업 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통해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는 저의 

지역구에 266 가구의 필수적인 저렴한 지원 주택을 제공하여 향후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안정성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100 퍼센트 저렴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우승한 개발업자와 함께 협업하 ㄹ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도록 

부지런하게노력해주신 Visnauskas 커미셔너 및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팀에 

감사드립니다."  

  

Zellnor My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질의 주택과 의료 

서비스를 누려야 하지만, 매일 이런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킹스브룩 유대인 병원(Kingsbrook Jewish Hospital)을 

저렴한 주택으로 재개발하고 건강 관련 서비를 위한 허브로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사업이며, 저는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주신 지역사회 및 정부 동료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는 모나드녹 개발/건설(Monadnock 

Development/Construction), CB-엠마누엘 부동산 유한회사(CB-Emmanuel Realty, LLC), 

브루클린 커뮤니티 주택 서비스 주식회사(Brooklyn Community Housing and Services, 

Inc.)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될 것입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 주식회사(One Brooklyn Health System, Inc., OBHS)의 

최고경영자인 LaRay Brow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엄청난 지원 

덕분에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ne Brooklyn Health System)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의 개발은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 및 웰빙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BHS)의 미션을 실천합니다. 저렴한 지원 주택의 건설을 통해, 이 흥미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전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는 센트럴 브루클린 

주민들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지사, 브루클린 의원, 주정부 기관 및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의 후원자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나드녹 개발 및 모나드녹 건설(Monadnock Development & Monadnock 

Construction)의 회장인 Nicholas Lemb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나드녹은 바이탈 

브루클린 사이트(Vital Brooklyn Sites) E, F, G 및 H, 즉, 킹스브룩 

에스테이츠(Kingsbrook Estates)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CR)과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ne Brooklyn Health 

System) 리더십과 함께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 개발 노력에서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주신 Andrew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CR)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CB 엠마누엘 부동산(CB Emmanuel Realty)의 대표인 Christopher Bram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B 엠마누엘(CB Emmanuel)은 이러한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정부 개발 

사업에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 Women-Owned Businesses, MWBEs)의 

참여를 포함시키겠다는 주정부의 약속을 지켜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파트너인 모나드녹 개발(Monadnock Development)과 함께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숫자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루클린 커뮤니티 주택 서비스 주식회사(Brooklyn Community Housing and 

Services, Inc.)의 전무 이사인 Jeff Nemet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커뮤니티 주택 서비스 주식회사(Brooklyn Community Housing and Services, Inc.)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사이트 E, F, G, H의 공모전(Request for Proposal, 

RFP)에서 우승한 팀과 함께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하트쉐어 휴먼 서비스(HeartShare Human Services)와 파트너십을 맺고 노령자 및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기차게 

살아가는 다세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활성화  

  

센트럴 브루클린(Central Brooklyn) 은 뉴욕주 전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주민 중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건강 식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신체 활동 기회가 많으며, 폭력과 범죄율이 높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또한 실업, 빈곤 수준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격차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11월 주지사가 발표한한 네 개의 우승 제안서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앞서 발표된 제안서는 센트럴 브루클린에 2,700개 이상의 저렴한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발달 장애인, 성년이 되어 위탁 가정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만성적인 노숙 문제를 가진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비롯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 소개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vital-brooklyns-100-percent-affordable-housing-rfp-winners-releases


 

 

주지사는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련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브루클린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웰빙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봄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를 

시작했습니다.  

  

이 옵션을 평가하고, 하원의원 지역구들의 독특한 요구와 기회를 고려하며 장기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주지사는 센트럴 브루클린 출신의 각 뉴욕주 하원의원들에게 

지역사회 리더, 지역 전문가, 옹호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뉴욕주 상원의원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총 25 

차례의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약 100 명의 주요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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