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퍽 카운티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 착공 

발표  

  

사우샘프턴 타운의 대중교통에 인접한 66채의 혼합 소득 임대아파트 공사 시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6가구의 저렴한 아파트가 들어 있는 11채의 다가구 

임대 건물에 대한 새로운 저렴한 아파트 개발공사의 착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스펜크 공동 주택구(Speonk Commons)는 주변에 많은 매점과 상업 건물들이 

있는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지역에 위치하여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11채의 건물들은 전부 

사우샘프턴의 농촌 풍경과 유구하고 농업적이며 자연적인 주변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이런 주택 개발공사에 투자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롱아일랜드인이 보금자리로 삼을 적절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퍽 카운티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들은 모두에게 더 좋고 

강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들 뉴욕시민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펜크 공동주택구는 두 개의 구역에 나뉘어 개발됩니다. 첫 번째 구역은 스펜크의 작은 

마을의 노스 필립 애비뉴 41번지(41 North Phillips Avenue)에 위치하여 38채 임대 

아파트가 있는 여덟 개의 2층 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12채의 스튜디오, 

14채의 1침실 아파트와 12채의 2침실 아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덟 개의 건물 중에 

2,304제곱 피트의 1층 소매점을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스펜크 구역의 주택구는 

롱아일랜드 철도 몬토크 지선(Long Island Rail Road Montauk Branch)의 스펜크역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으며 소매점과 음식점 등 다양한 지역 사업체와 가깝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샌디 홀로우로 161번지(161 Sandy Hollow Road)에 위치하여 28채의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세 개의 2층 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14채의 



 

 

스튜디오, 12채의 1침실 아파트와 2채의 2침실 아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예전에 자갈과 모래 채굴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비어있습니다.  

  

두 구역 모두 NYSERDA 저층 주택 신축 프로그램(Low-rise Residential New 

Construction Program)의 에너지 효율의 요구사항들과 LEED의 주택 기준을 

만족합니다. 태양열 전지판도 두 구역 프로젝트 모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기열과 

온수 기능을 갖춘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여 이런 새 주택 개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개발의 총비용은 3,000만 달러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 13,497,850달러의 자금 효과를 생성하는 

1,298,000달러의 저소득 주택 융자금을, 뉴욕주 저소득 주택 대출에 3,005,731달러의 

자금 효과를 생성하는 469,692달러 제공하였으며 주택 신탁 기금에서 3,146,676달러 

지원하였습니다.  

  

이 주택 개발은 또한 서퍽 카운티로부터 220만 달러의 주택 취득 대출, 커뮤니티 

보존회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로부터 450만 달러의 대출금, 모건 

스탠리 정착(Morgan Stanley Settlement) 기금으로부터 250만 달러 및 사우샘프턴 

주택부(Southampton Housing Authority)로부터 250,000달러 지원받았습니다.  

  

총 임대료(기본 임대료 + 공공요금)는 월 950~1,715달러로, 이 지역 중위소득의 

50~85% 가구에 적당한 임대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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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펜크 공동 주택구는 

사우샘프턴 타운에 66채의 멋지고 저렴한 아파트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에서 중간 정도 

소득층의 가구들이 이 커뮤니티를 보금자리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개발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의 Alicia Barton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저렴한 주택구에 대한 새 공사는 높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및 

LEED 인증의 높은 기준을 적용한 품질 높은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의 건물들이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추고 저렴하여 

뉴욕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양호한 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을 

강조합니다.” 

  

Ken LaVal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주택 건설은 지역의 가족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고 그들이 마주한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것입니다. 이 기획은 정부의 

다양한 부문에서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저렴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밖에, 이 개발 프로젝트는 환경과 예산에 모두 이로운 최첨단 

청정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런 활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생활하기 더 적합한 

미래와 고품질의 생활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펜크 공동 주택구와 기타 

비슷한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활기찬 도심을 연결하는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서퍽 카운티의 약속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서퍽 카운티는 토지 취득 비용을 상쇄하는 근로자 주택 자본에 대한 토지 

취득 프로그램으로부터 130만 달러 제공받아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사우샘프턴 타운의 Jay Schneiderma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합작하여 우리의 근로자들의 저렴한 주택에 절실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한 결과입니다.”  

  

사우샘프턴 타운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책임자 Diana Wei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택구가 사우샘프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에 가장 절박한 수요를 

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우샘프턴 주택부 행정 책임자 Curtis Highsmith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하고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은 아메리칸 드림이며 사우샘프턴 거주구에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Dave Gallo가 이끄는 

팀원들의 놀라운 노력과 Georgica Green Ventures, LLC의 재능있는 직원들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뉴욕주 법무부 장관의 사무실, 서퍽 카운티 국회의원 Bridget 

Fleming, 서퍽 카운티 커뮤니티 개발부(Community Development)의 Jason Smagin, 

롱아일랜드 진보연합(Long Island Progressive Coalition)의 Lisa Tyson, Resi Cooper, 

Jim Morgo, TD 은행 (TD Bank) 및 레이몬드 제임스 파이낸셜(Raymond James)의 

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데는 방대한 지원군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욕주 주택 안정기금(NYS Housing Stabilization Fund)의 지역 회사 지원 기획(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LISC)의 책임자 Helene Caloi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RR의 스펜크역과 가까운 스펜크 공동 주택구는 가장 절실한 저렴한 

주택, 대중교통 접근성 및 통근자 지원 사업의 완벽한 조화를 갖추었습니다. LISC 

Schneiderman 법무부 장관을 통해 마련한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수요를 만족하는 개발의 착공을 시작한 사우샘프턴 주택부와 Georgica Green 회사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Georgica Green Ventures, LLC의 회장 David Ga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orgica 

Green Ventures, LLC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와 사우샘프턴 타운 주택부의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 사우샘프턴 타운과 지방 커뮤니티, 서퍽 카운티, TD 

은행, 레이몬드 제임스, 법무부 장관 사무실, LISC 및 지역사회 보존회사와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우샘프턴 최초의 저렴한 주택 개발의 공사 시작에는 팀의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모든 주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자산으로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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