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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BLOOMBERG 시장, DONOVAN 주택개발공사(HUD) 사장 및 WELLS FARGO가 

BRONX의 CO-OP CITY 개보수 및 보존을 위해 6억2,150만 달러를 지원하는 거래를 맺었다고 발표하다  
 

5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뉴욕주 최대 Mitchell-Lama Development이 35년 이상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 Michael R. Bloomberg 및 Shaun Donovan 주택개발공사(HUD) 사장은 오늘 
Bronx의 Co-op City 단지에 6억2,150만 달러의 융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는 각각의 기관들이 Wells Fargo Bank의 주택담보대출에 공동 보험을 드는 데 함께 
협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Co-op City의 기존 채무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초저금리로 차환되게 되었습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1968년 사람들에게 처음 개방된 최대 Mitchell-
Lama 협동조합인 Co-op City는 앞으로도 35년 더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op City가 실제 주식회사였다면 우리 주에서 12번째로 큰 주식회사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Co-op City가 뉴욕주와 뉴욕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난 40년 동안 보여준 중요한 역할은 
대단하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Co-op City를 집이라고 
부르는 뉴욕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나서준 것에 자랑스러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Co-op City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현 세입자들뿐 아니라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 천명의 Bronx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Mayor Michael R. Bloomberg 
시장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오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주택시장계획(New Housing Marketplace 
Plan)에 따라 2014년 말까지 165,000호의 저가 주택을 마련하고 보존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와 
Donovan 주택개발공사 사장께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향후 세대의 
가정을 위해 저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라고 Donovan 주택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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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맞벌이 가정들에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적절하고 알맞은 곳을 제공하면서 이런 주택을 보유한 개인 소유주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상당한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ells Fargo Multifamily Capital의 전무이사인 Alan Wiener는 말했습니다, “Wells Fargo는 앞으로도 몇 
십년 동안 Co-op City에 자금을 조달하고 보호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될 
자랑스러운 파트너입니다. 이런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Wells Fargo가 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커뮤니티 기반 개발처럼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에 현 채무에 재융자를 제공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Co-op City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남은 14년의 대출금에서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하고 재융자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Wells는 다시 한 번 
이처럼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켜주신 주지사, 시장, 주택개발공사 사장께 감사 드립니다.” 
 
Co-op City를 관리하는 RiverBay Corporation에 제공하는 Wells Fargo 대출금은 주택개발공사(HUD)의 
223(f) 프로그램에 따른 보험 가입 대출금 중 최대 규모로, 다가구임대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대출기관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협동개발에 
적용된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MIF/SONYMA(Mortgage Insurance Fund of the 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 소속)와 뉴욕시 HDC(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는 각기 5,500만 달러와 1,500만 달러의 대출 담보로 신용 지원을 할 
것입니다.  
 
대출 수익금은 Co-op City의 현 담보 대출금을 선납하고 현재 진행중인 자본계획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향후 자본 필요성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로 신규 
예비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HCR 국장/CEO인 Darryl C. Towns가 말했습니다, “Co-op City에 사는 근면성실한 주민들은 이 
개발사업의 장기적인 재정 및 물리적인 건전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주정부가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체결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수 십년 동안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HDC 사장인 Marc Jahr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Co-op City에 필요한 리노베이션 완공을 위해 현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힘을 보탰을뿐 아니라 향후 10년 간 협동조합원들의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1억5000만 달러 이상 절약해 앞으로 필요하게 될 추가적인 리하브 프로젝트(rehab projects)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즉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혜택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처럼 소중한 뉴욕시 
주택공급 재원 마련에 힘써주신 Co-op City, HCR, HUD 및 Wells Fargo의 훌륭하신 파트너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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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든 주주, 친구들, 그리고 이곳 Co-op City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모두에게 역사적인 멋진 
날입니다”라고 RiverBay Board 사장인 Helen Atkins가 말했습니다. “주지사님, 시장님, Donovan 
사장님, Wells Fargo, RiverBay 이사회 소속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관리대행사의 크나큰 도움으로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신규 대출로 RiverBay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집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재무가 안정되며 앞으로의 세대에게 적당한 
가격의 주택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ronx의 Baychester 섹션에 들어서 있는 Co-op City는 Hutchinson River의 서쪽 강변을 따라 
330에이커의 부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5개의 거주단지 외에도 세 곳의 쇼핑센터, 
25에이커의 교육 공원, 여덟 곳의 주차 차고지, 세 곳의 초등학교, 두 곳의 중학교, 한 곳의 
고등학교, 기상관측소, 14개의 체육관, 두 곳의 수영장, 12곳의 교회, 여섯 곳의 유아원과 데이케어 
센터, 네 곳의 농구장, 다섯 곳의 야구장 다이아몬드, 많은 레스토랑 및 발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뉴욕주의 Mitchell-Lama Housing Program은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던 MacNeil Mitchell과 
하원의원이었던 Alfred Lama에 의해 맨처음 발의되어 1955년 William Averell Harriman 주지사에 
의해 법안으로 서명되었습니다. 뉴욕주의 Private Housing Finance 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중산층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 및 협동조합식으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개발회사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뉴욕시정부의 보조금으로 과세 경감과 저리 융자를 받았습니다. Mitchell-
Lama Program으로 뉴욕주의 지원 하에 총 105,000호를 포함한 269개 주택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뉴욕주의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뉴욕주 Mortgage Agency, 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Housing Finance Agency, 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 등을 비롯한 뉴욕주의 모든 주요 주택 및 커뮤니티 재개발 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Bloomberg 시장의 NHMP(New Housing Marketplace Plan)가 출범한 이후로, 뉴욕시 HDC는 
민간 소유 및 관리식 다가구 주택 단지에 6만호 이상을 건설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6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적립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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