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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롱크스에서 6,5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 착공 

발표  

  

영구적이고 저렴한 지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역사적인 공약의 일환  

  

마운틴 호프 및 유니버시티 하이츠에 저렴한 지원 주택 138 가구를 제공하게 될 더 

그랜드(The Grand) 착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 소재 더 그랜드(The Grand)라는 이름의 

저렴한 아파트 138 가구가 있는 세 채의 다세대 임대 건물을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렴한 주택 10만 가구와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건설하고 개보수하여 

과거의 노숙자 및 장애인 세입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서비스를 갖춘 영구적인 지원 주택 및 저렴한 주택들을 제공하기 위해 

2017 회계 연도(Fiscal Year 2017)에 출범한 Cuomo 주지사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5 

개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더 그랜드(The Grand)는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소수계가 소유한 기업이 개발한 가장 큰 토지 개발, 저비용 면세 채권 프로젝트입니다.  

  

6,500만 달러 규모의 이 개발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 및 다음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소수계 소유 기업인 소로버드 컴퍼니스(Thorobird Companies), (2) 

비영리 지원 주택 제공 업체인 재활 사례 관리 및 주택 협회 주식회사(Association for 

Rehabilitative Case Management & Housing, Inc., ACMH), (3)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이 

개발 계획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 주택 기회, 

일자리 기회들을 확대할 경우, 우리는 지역사회가 더 큰 성공을 구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롱크스는 뉴욕 번영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다른 지역에 소재한 

안전하고 괜찮은 저렴한 주택은 지역사회가 번영하는 동안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The%20Grand.pdf


2011년 이후,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기타 공공 및 민간 자원에서 23억 달러 

이상을 활용하면서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자원을 재정 지원하여 브롱크스에 12,624 가구를 건설한 후 보존했습니다.  

  

더 그랜드(The Grand)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하철 B 노선 및 D 노선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인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또한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조성된 옥상 정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3 곳의 옥상 각각에는 또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광 전지판 

배열기(solar panel array)가 있습니다.  

  

건물 세 채에 있는 138 가구의 아파트 중 41 가구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으며 과거에 

노숙 생활을 했던 성인 노숙자들을 위해 예비될 것이며 임대료 보조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영구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이곳은 주지사 주택 계획에서 서비스 및 운영 기금을 

담당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이 재정 지원하며,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이 관리하게 됩니다. 8 가구는 뉴욕시 주택 보전 및 개발 프로그램(New York City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의 배분을 통해 섹션 8 기반 프로젝트(Project 

Based Section 8) 임대 지원 쿠폰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그랜드(The Grand)는 

브롱크스의 성장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의 반영이며 우리 도시와 주를 

건설하면서 그 과정 속에 모든 이를 포함시키는 심오한 성명서입니다. 우리의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노숙자, 퇴역군인,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YS Office of Mental Health)의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 계층 사이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 그랜드(The Grand)’에 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SSHI) 재정 지원을 통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41 가구의 지원 주택에 대해 

연간 약 1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흥분되는 개발은 우리가 

뉴욕의 노숙 문제와 저렴한 주택 위기를 해결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무수히 많은 

목표들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소득의 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며 소수계 

및 여성이 소유한 기업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흥분되는 사례의 완공을 

기대하며, 새로운 이웃들을 그들의 집에서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Victor Pich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그랜드(The Grand) 주택 

단지에서 제안한 아파트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유지하면서 근면한 브롱크스 가족들의 주택 수요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21 세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존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 

또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 중요한 주택 개발 투자를 통해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공동 노력 덕분에 브롱크스 지역사회가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짓는 일이 취임 첫 날부터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마운틴 호프와 모리스 하이츠 지역에서 

시공했던 공사가 우리가 이를 실현하려고 기울인 노력을 입증합니다. 건물 3 채에 

들어서는 이 138 가구의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아파트를 

제공하면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진정한 혼합 소득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자치구로서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리더십을 제공해 주신 뉴욕시의 모든 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 파트너십에 대해 

소로버드(Thorobird)와 재활 사례 관리 및 주택 협회 주식회사(ARCMH)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Fernando Cabrera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지역 선거구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긴급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구성 요소와 함께 저렴한 서비스, 혼합 소득 주택 및 지원 주택 138 가구를 

추가하는 6,600만 달러의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인 더 그랜드(The Grand)에 25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단행하게 되어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더 그랜드(The Grand)는 

Cuomo 주지사님과 소로버드(Thorobird)가 괴로운 도시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영향 개발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을 보여주면서 제 지역 선거구의 중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주택 보존 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의 Maria Torres-

Spring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우징 뉴욕(Housing New York) 계획을 통해, 

우리는 단지 기록적인 저렴한 주택만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개발 집단의 

능력과 다양성을 확대하게 될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을 위한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숙자였던 

주민들에게는 41 가구를 예비하고 가장 하위의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에게 138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이 역동적인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지역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을 위한 주택 보존 개발부(HPD)의 건축 기회 프로그램(Building Opportunity 

Initiative)에 참여한 소로버드 컴퍼니스(Thorobird Companies)를 파트너로 맞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공유해 주신 소로버드 컴퍼니스(Thorobird Companies) 팀과 

주정부의 모든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개발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소로버드(Thorobird) 관리팀의 Thomas Campbell 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그랜드(The Grand)는 이 도시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 한 곳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블록을 짓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집으로 여기는 곳에 대해 자부심과 소유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붕 위에 서 있을 경우, 

당신은 통제감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보기 좋고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개발 비용은 6,500만 달러입니다. 4,600만 달러가 넘는 세 채의 

건물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민간 활동 면세 채권 3,260만 달러를 포함하여 뉴욕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지원 주택 기회 프로그램(Supportive 

Housing Opportunity Program) 및 중산층 주택 프로그램(Middle Income Housing 

Program) 양쪽 모두에서 재정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공공 및 민간 자원에는 주택 보존 개발부(HPD)의 ELLA 프로그램과 de Blasio 

시장의 하우징 뉴욕 2.0 계획(Housing New York 2.0 plan)을 통해 (1)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의 

1,450만 달러, (2)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가 제공한 50만 달러, 

(3) Fernando Cabrera 시의원 및 Ritchie Torres 시의원이 뉴욕시 의회 레소 에이 

기금(New York City Council Reso A funds)을 통해 각각 지원하는 25만 달러씩의 

프로젝트 지원금. 

  

현재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SSHI)의 서비스 및 운영 자금은 더 

그랜드(The Grand)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59 개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자 및 장애인 가족 

또는 기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1,000 가구가 넘는 영구 지원 주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주정부 계약에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참여율 30 

퍼센트라는 주지사의 야심에 찬 목표와 궤를 같이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경제 기회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성공을 위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을 참여시키도록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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