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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000만 달러 규모의 폭풍 피해복구 프로그램 (STORM RECOVERY 

PROGRAM)으로 첫 번째 실시하는 두 개의 저가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가 주택을 제공할 클락슨 주택 단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1,000만 달러 추가 승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3,000만 달러 규모의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Small Project Affordable Rental Construction, SPARC)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두 개의 저가 주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총 40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클락스타운 시니어 페이즈 제1차 및 제2차 (Clarkstown Seniors Phases I & II) 

프로젝트는 5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 

(Hurricane Irene), 열대 폭풍 리 (Tropical Storm Lee)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게 주택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곤경에 처한 노인들에게 주택과 

자원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강화하여 보다 복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며 적합하고 저렴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보장하기위해 우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록랜드 카운티의 타운인 클락스타운에 소재한 시니어 페이즈 제1차 및 제2차 (Seniors 

Phases I & II) 단지는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Small Project Affordable 

Rental Construction)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첫 번째 두 개의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2층짜리 3층 건물 각 동에는 20채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며, 대부분 아파트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각 건물당 4채의 아파트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주 사무국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이 후원하는 의뢰인들을 위한 보조 주택으로 별도로 배정될 

것입니다.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Small Project Affordable Rental Construction) 

프로그램은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 (Hurricane Irene) 

및/또는 열대 폭풍 리 (Tropical Storm Lee)등의 피해를 입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각각 8채에서 20채의 소규모 임대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합니다. 이러한 개발은 폭풍 

사건으로 인한 홍수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저렴한 주택 

재고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부동산의 경우, 신규 임대 주택의 적어도 

51퍼센트 이상이 지역 평균 소득 (Area Median Income)의 80퍼센트 이하를 버는 

주민들에게 임대될 예정입니다.  

 

개발업체는 경쟁적인 제안 요청 (Request for Proposals, RFP)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프로그램 (Small Project Affordable 

Rental Construction program)은 44억 달러의 연방 배당금에서 주지사의 폭풍 피해복구 

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이 자금을 제공하여 2015년 9월에 

2,000만 달러로 출범되었습니다. 연방 배당금은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재해 

복구 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 

Progra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가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비영리 단체인 지역사회 

보존 공사 (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CPC)가 기금을 관리합니다.  

 

제안 요청 (RFP)에 대한 응답은 전체 자금의 배분을 약속하는 개발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덕분에,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추가로 1,000만 

달러를 승인하여 이 프로그램의 총 자금을 3,00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추가 기금 또한 

전액 할당되었습니다. 

 

James S. Rubin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신 이후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SPARC) 프로그램은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클락스타운에 소재한 이 40채의 아파트는 두 번의 자연 재해로 뿌리째 

파괴된 주택들을 대체하여 타운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SPARC)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같은 열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2,000만 달러는 모두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 HCR 주택 신탁 

기금위원회 (HCR Housing Trust Fund Board)가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추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Lisa Bova-Hiatt 주지사의 폭풍 피해복구 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락스타운 시니어 페이즈 제1차 및 

제2차 (Clarkstown Seniors Phases I & II) 프로젝트의 시공 착수는 이 타운의 전환점이자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 및 허리케인 아이린 (Hurricane Irene)의 지속적인 

피해 복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있는 지역사회가 소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유실하거나 피해를 입은 주택을 대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혼신의 노력의 중점입니다. 주지사의 폭풍 피해복구 사무국 (GOSR) 팀을 대신하여, 

우리는 피해 복구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개발업체 및 

비영리단체 팀들 뿐만 아니라 주정부, 연방정부, 지방정부 파트너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Kerry A. Delaney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주 사무국 (NYS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주 사무국 (OPWDD)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HCR), 주지사의 폭풍 피해복구 사무국 (GOSR),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YSERDA) 등의 파트너들과 클락스빌 및 록랜드 등의 지역사회들과 협력하여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주택을 개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주택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과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와 같은 자연 재해는 뉴욕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셀수 없이 많은 

가정과 사업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저가 주택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은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3,000만 달러의 투자로 클락스타운의 곤경에 처한 노인분들께 저렴한 신규 주택을 곧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평생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노숙자가 될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안정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간부회원인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절대로 추위 속에 방치되도록 놓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현명한 연방 정부의 투자가 여전히 초강력 

폭풍 샌디 (Superstorm Sandy)로 인한 파괴적인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인분들이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Kenneth Zebrowsk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외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도전은 고정 수입을 가진 노인분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입니다. 이 주택들은 

대기자 명단의 짐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어려운 도전임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John B. Rhode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YSERDA) 청장 및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은 노인분들께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지내시도록 편안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깨끗하며 복구력이 있고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의 에너지 개혁 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을 보완합니다.” 



 
Rafael E. Cestero 지역사회 보존 공사 (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CPC)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형 다세대 건물은 우리 주 전체 지역사회의 

중추입니다. 주택 재고가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면 이웃 지역사회와 가정을 형성하는 

가족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SPARC) 

프로그램은 폭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저렴한 주택 선택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택을 대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보존 공사 (CPC)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HCR)과 제휴관계를 맺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Larry Regan 리건 개발공사 (Regan Development Corp) 사장 및 Keith Libolt 저가 

주택 컨셉 (Affordable Housing Concepts)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건 개발공사 

(Regan Development Corp)와 저가 주택 컨셉 (Affordable Housing Concepts)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YSHCR),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주 

사무국 (OPWDD), 지역사회 보존 공사 (CPC) 뿐만 아니라 주지사의 폭풍 피해복구 

사무국 (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과 제휴관계를 맺어 허리케인 아이린 

(Hurricane Irene)과 샌디 (Sandy)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발달 장애자들 뿐만 아니라 

록랜드 카운티의 노인분들께 저렴한 신규 임대 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님의 뉴욕 라이징 (New York Rising) 재건 계획 시스템의 창설로 인해 

클락스타운은 현명한 성장과 현명한 기획으로 복구력있는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만들어내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새롭고 대체 가능한 저렴한 주택 

단지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형 프로젝트 저가 임대주택 건설 (SPARC)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재해 복구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 

CDBG-Disaster Recovery) 기금 375만 달러와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주 사무국 (OPWDD) 자본금 723,000 달러의 기금이 지원됩니다. 각 단계마다 

지역사회 보존 공사 (CPC)는 뉴욕주 공동 퇴직 기금 (NYS Common Retirement Fund)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아 636만 달러의 건설 대출 및 SONYMA (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보험 2백만 달러의 장기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주 사무국 (OPWDD)은 또한 임대 보조금 및 자본금과 지원 

주택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YSERDA)은 저층 주거용 신축 프로그램 (Low-Rise Residential New Construction 

Program)을 통해 5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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