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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버펄로의 1,3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개장 발표  

  

HELP Buffalo II, 노숙자 참전 용사를 위한 47개 신규 주택을 제공  

  

이번 발표는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 활성화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의 새 저렴한 지원 주택 47채의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3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비어 있는 역사적 건물과 인접 

지역에 새로 건설된 건물 두 채를 개조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HELP Buffalo II는 

저소득 가정 및 기존 노숙자 참전 용사를 위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을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최신 투자로 뉴욕주의 용감한 남녀가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LP Buffalo II의 발족으로 참전 용사 

및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 주택 47채가 제공되어 웨스턴 뉴욕 전역에 걸쳐 보다 튼실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로 올해 초 발족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주 전역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지사의 획기적 행동 계획에 따라 참전 

용사와 저소득층 가족에 지원 주택 47채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용감한 남녀 참전 용사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버펄로 다운타운 근처의 366 Broadway에 위치한 HELP Buffalo II는 노숙자 참전 용사를 

위한 15개의 1 침실 아파트와 저소득층을 위한 2-3 침실 아파트를 비롯하여 총 47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att Urban Center가 종합 건강 관리, 상담, 고용 및 

청소년 서비스를 비롯하여 거주자를 위한 개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elp Buffalo II는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의 주택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주지사의 공약의 일환입니다. 7월, Cuomo 주지사는 주택 소유 기회를 창출하고 담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수리를 실시하며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 및 

치크토와가 타운에서 대상이 되는 좀비 부동산 예방 전략에 자금을 지원하는 1,000만 

달러 규모의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 단계 인접지역 안정화 계획(Neighborhood 

Stabilization Initiative)의 제 1 단계는 올해 주택 약 250 채 공사에 4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HELP Buffalo II 기금에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주택 신탁 기금 공사(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의 190만 

달러 지원금과 74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액 

743,700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170만 달러, 버펄로 시 지원금 750,000달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지원금 47,000달러를 비롯하여, 

씨티 은행 재단(Citi Foundation) 뉴욕주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New York) 및 HELP USA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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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elp Buffalo II는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Cuomo 주지사님의 1,000만 달러 

규모 지역 안정화 이니셔티브 (Neighborhood Stabilization Initiative)를 기반으로 합니다. 

HCR은 HELP USA, 버펄로 시,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의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고품질 

주택 개발을 현실화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elp Buffalo II는 가족, 노년층 및 

참전 용사에게 47채의 고품질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중심부의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건물에 새 삶을 불어 넣어 버펄로의 

놀라운 르네상스를 계속 이어갑니다.”  

  

Samuel D. Roberts OTD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ELP USA와 다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HELP Buffalo II의 개장을 축하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숙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참전 용사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시, 주 및 연방 

정부의 합동 투자로 버펄로는 저렴한 주택 47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노숙자 참전 용사 

15명과 Broadway 도로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 모두에 새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를 보존 및 재건하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주신 주지사님, 임시 및 장애 지원국, NYS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에 감사드립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elp Buffalo II 

부지를 개장한 HELP USA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47채 주택을 갖춘 저렴한 지원 주택 



 

 

단지는 성공적인 민관 파트너십의 완벽한 예입니다. 참전 용사, 노숙자 및 안전한 주택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의 상업 도로에 위치한 빈 건물을 

재사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헌신과 자금 지원, 건설 및 

사례 관리에 힘써 주신 모든 관련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버펄로 시장 Byron W. Brow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버펄로에서 저렴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취임 이래, 시는 주거지 개발 

지원금 3억 3,300만 달러 이상을 활용하여 저럼한 주택에 3,480만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이 경우, 시의 투자액은 750,000달러로, 여러 뉴욕주 기관 지원금 430만 

달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금 교부 기관으로부터 1,2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버펄로는 시의 저렴한 주택 수요를 이해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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