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게디스 타운의 고령자를 위한 126만 달려 규모의 저렴한 주택 개발 발표 

 

Christopher Community, Inc. 및 The Centers at St. Camillus Campus가 고령자들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주택 60채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ew York Rising)' 계획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논다가 카운티 게디스 타운(Town of Geddes)의 

55세 이상 주민에게 저렴한 아파트 60채를 제공할 126만 달러 규모의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 신규 개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는 The Centers at St. Camillus Campus 

인근에 위치합니다. 작년, 캠퍼스는 주지사의 뉴욕주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에 따라, 노숙 위험에 처한 고령 주민 또는 주민 20명에게 

종합 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최초 보조금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센트럴 뉴욕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는 주지사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ew York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규 개발 사업으로 보다 많은 뉴욕주 

고령자들이 자립심을 유지하고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센트럴 뉴욕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자원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튼튼한 커뮤니티, 보다 견고한 

지역 경제와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는 요양원이나 병원에 거주하기보다 개인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렴한 장애인 편의 주택을 제공하는 

‘집에서 보내는 노년 생활’을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은 60개의 1베드룸 임대아파트, 커뮤니티 룸, 웰빙 룸, 세탁 시설, 



컴퓨터실, 자전거 보관실, 야외 테라스 및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됩니다. 모든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적으로 건설되며, NYSERDA 저층 주거용 신축 

프로그램(NYSERDA Low-rise Residential New Construction Program) 요건 및 기업 

친환경 커뮤니티(Enterprise Green Communities)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ENERGY 

STAR® 가전제품을 갖출 예정입니다. 

  

새로운 복합 단지는 소득이 지역 평균의 70% 미만인 55세 이상의 노령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개발 팀은 Christopher Community, Inc., Rich and Gardner 

Construction Company, Holmes, King, Kallquist & Associates, Architects LLP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Harborbrook Apartments Management, Inc.가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인 Harborbrook Apartments, L.P.의 소유입니다. 

Christopher Community, Inc.는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의 단독 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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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와 The Centers at St. Camillus Campus가 협업하여 주택, 건강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센트럴 뉴욕 노령자들은 그들이 뿌리를 내린 지역사회에 

머물며 비용이 상당히 드는 요양원 및 병원 치료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버브룩 

아파트와 같은 개발 사업은 저렴한 주택,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및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통해 센트럴 뉴욕 부흥 동력을 유지시키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은 커뮤니티 기반 의료 서비스의 대들보이며, 

뉴욕주 전역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투자는 향후 수 

년간 배당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Alicia Barton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대표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와 같은 에너지 효율 주택에 대한 투자는 커뮤니티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부터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주정부는 건물 신축 및 이전 건물의 

주요 개조 공사 모두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는 개선 작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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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노년층 친화적이며 저렴한 주택이 

커뮤니티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최신 투자는 노령자를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커뮤니티 자원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뉴욕주를 미국의 첫 번째 노년층 친화적 

주로 만드려는 주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시의원 Bill Magnar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 공사에 착수한 The Centers at St. Camillus와 Christopher Community에 

축하를 전합니다. 하버브룩 아파트는 고령자와 외상성 뇌손상에서 회복 중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주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St. Camillus 및 Christopher Community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 완료와 아파트 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는 고령자들이 집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요양원 치료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게디스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저렴한 임대 아파트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ew York rising)’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게디스 타운의 Jerry Albrigo 타운 슈퍼바이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게디스 타운 및 오논다가 카운티 주민을 위해 이 사업을 현실화하고 개발 

파트너가 된 St. Camillus와 Christopher Community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는 타운, 

카운티, 주정부 및 비영리 단체간의 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Douglas Reicher 크로스토퍼 커뮤니티 주식회사 (Christopher Community, Inc.)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ristopher Community는 커뮤니티의 노령자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장애인 편의 주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The Centers at St. Camillus와 협력하여 지역 노령자들에게 고비용 양로원 및 병원 

서비스의 고품질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버브룩 아파트와 

같이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Aileen Balitz The Centers at St. Camillu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enters at 

St. Camillus는 Christopher Community, Inc.와 협력하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커뮤니티 

주민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는 

노약자, 지체장애인 및/또는 만성 질환자에게 저렴한 장애인 편의 주택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60개 아파트 중 20개가 St. Camillus를 통해 뉴욕주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기금 지원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주택 프로그램은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정부,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연결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돕는 보조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KeyBank의 Lynne M Callis-Wilson 부회장 겸 수석 관계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eyBank는 하버브룩 아파트(Harborbrook Apartments) 개발 팀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Cuomo 주지사님의 주택 및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Housing and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s)로부터의 자원 

지원이었으며, 이 개발 사업이 현실화되도록 추가 금융 지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거주자가 노년을 주택에서 보내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성공적 

경제 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증가하는 노령자 지원 주택 요구를 충족시킬 뉴욕주, 

Christopher Community, Inc., The Centers at St. Camillus와 같은 공동 파트너십이 보다 

필요합니다.” 

 

126만 달러 프로젝트 기금에는 HCR 지원 주택 기회 프로그램(HCR’s Supportive 

Housing Opportunity Program) 280만 달러, HCR 중산층 주택 프로그램(HCR’s Middle 

Income Housing Program) 912,048달러,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자본 6,900,900달러를 활용한 연방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Federal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 670,000달러, 주정부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State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자금 1,920,000달러를 활용한 뉴욕주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New York State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 

300,000달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자금 56,000달러가 포함됩니다. KeyBank N.A 대출 자금 

7,346,254달러로 건축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Key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은 세금 공제액 4,250,000달러 자본과 유예 개발비, 준비금 983,094달러로 

신디케이트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18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지사의 획기적인 200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종합 주택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최근 지원 

주택 기회 프로그램(Supportive Housing Opportunity Program)의 일환으로 지원 주택을 

위해 최대 17,500만 달러를 비롯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광범위한 주택을 짓고 유지하기 

위해 58,8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제안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임시 및 장애 서비스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Services) 

등이 주거 보안 및 노숙자 대처에 대한 주지사의 전례 없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확보한 

자본 기금 65,000만 달러와 서비스 및 운영 기금 3,000만 달러의 일환입니다. 제안 

요청서(RFP)는 여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second-phase-unprecedented-20-billion-housing-plan-provide-affordable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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