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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버니의 오랜 연립주택 70채를 재건하는 5,6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완공을 발표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 지역의 색채를 보존하면서 광범위한 리노베이션 

진행  

  

이제 70채의 연립주택을 통해 210개의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가족 부양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  

  

이전에 노숙을 경험했거나 현재 위험에 처한 주민과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40채의 아파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의 역사적인 클린턴 애비뉴(Clinton Avenue)와 

텐 브로크 스트리트(Ten Broeck Street) 지역의 낡은 연립 주택 70채를 재건하는 

5,600만 달러 규모 재건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Clinton Avenue Historic Apartments)는 이전 노숙을 경험했거나 위험에 

처한 거주자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현장 지원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 40채의 

아파트로 가족을 위한 210가구의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이고 활기찬 

다운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모든 도심의 경제 건전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뉴욕은 주의 

수도에서 이러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린턴 

애비뉴의 이 낡고 유서 깊은 주택들을 개조함으로써 가족들과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올버니의 아버 힐(Arbor Hill) 지역의 부활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을 경험한 뉴욕 주민들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마음을 따뜻해지게 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주지사의 공약은 주 정부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및 노숙 문제 계획(Housing and 

Homelessness Plan)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과 6천 가구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존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노숙자 문제와 싸울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주도 



 

 

지역(Capital Region)에 4억 9,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약 5,6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조성, 유지했습니다.  

  

클린턴 애비뉴 64~321번지와 텐 브로크 스트리트 20~85번지 사이의 연립주택 70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건물과 지역의 역사적 색채를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보수 공사를 거쳤습니다. 작업 범위에는 새로운 지붕과 창문 새 보일러, 새로운 

가스, 수도 및 하수도 라인, 주방 및 욕실 업그레이드, 새로운 벽 및 바닥,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 전기 및 조명 시스템, 외부 석조 및 전면 입구 복원, 조경 및 

새로운 보도과 같은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 공사에는 LED 및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조명, 에너지 스타 기기, 저유량 배관 설비 및 고효율 온수기가 

통합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대부분은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이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32 가구는 지역 중간 소득의 최대 90 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정에 배정될 것입니다. 40개의 가구는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이 관리하는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임대 보조금 및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현장 지원은 의료, 고용, 교육, 직업 재활, 임상 서비스를 조정하는 드폴 커뮤니티 서비스 

주식회사(DePaul Community Services, Inc.)에서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는 

홈 리싱(Home Leasing, LLC)입니다.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Clinton Avenue Historic Apartments)를 위한 

뉴욕주정부 기금 중, 360만 달러는 면세 채권으로 구성되고, 연방 및 주의 저소득 주택세 

감면(Low-Income Housing Tax Credits)에서 자본 형식으로 2,020만 달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에서 보조금으로 1,900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240만 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을 통해 

연방 및 주정부의 역사보존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정신보건국은 매년 100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지불하며, 자격 대상인 스타트업의 가구, 직원 고용 및 교육 등 경비에 대해 

34만 달러의 프로그램 개발 보조금(Program Development Grant)을 지급합니다.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 또한 주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보완합니다. DRI는 클린턴 애비뉴와 텐 브로크 역사 지구(Ten 

Broeck Historic Districts)의 일부를 포함하는 올버니의 클린턴 스퀘어 지역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제 개발 기회를 가져다주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준수하고 저렴한 주택의 선택과 소유 

기회의 범위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2012년에 시작된 올버니시의 포괄 계획(Comprehensive Plan)의 도시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600만 달러 규모의 클린턴 애비뉴와 텐 브록 스트리트의 연립주택 

활성화 프로젝트는 야심찬 사업이었으며, 그 결과는 놀랍게 개선되어 살기 좋은 올버니 

시내의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홈 리싱(Home Leasing) 및 주 기관 파트너 덕분에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는 이제 210가구의 저렴하고 현대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제공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주거환경 기회와 경제 발전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투자는 아버 힐 지역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Clinton Avenue 

Historic Apartments)의 지원 주택 가구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 

성공적으로 그들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소중한 기여자가 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인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한 

지역사회에서 70개의 건물을 재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가 이와 같이 큰 규모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역사적 건물들은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합니다. 보존은 단순한 

건물의 물리적 복원보다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 가구들의 재활성화는 지역사회의 

보존과 지역 색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홈 리싱(Home Leasing)의 최고경영자인 Bret Garwoo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턴 

애비뉴 아파트의 재개발은 올버니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아버 힐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역사적 건물들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 올버니시, 캐피털라이즈 

올버니(Capitalize Albany), 그리고 이러한 건물을 살리는 일의 잠재력에 주목한 모든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HCR)은 노스 펄 스트리트(North Pearl Street)의 아이다 

야브러(Ida Yarbrough) 주택과 아버 힐의 라크 드라이브(Lark Drive)의 다단계 재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버니 중심부 지역사회의 주요 위치를 재구성하고 저소득층 

및 중등소득 가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버니 주택 

당국(Albany Housing Authority)이 개발한 아이다 야브러 주택(Ida Yarbrough Homes)은 

아버 힐 지역의 주택, 경제, 문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아버 힐 지역 계획(Arbor Hill 

Neighborhood Plan)의 일부입니다.  

  

Neil Breslin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의 

완성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올버니의 클린턴 스퀘어 지역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70채의 개조된 연립주택은 품질이 높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주정부 및 연방 기관의 타겟팅된 투자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상적인 성과에 

대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과 캐피털라이즈 올버니, 홈 리싱 LLC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John T. McDonald III는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근로 인력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저렴한 주택의 부족에 대처하는 동시에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과 

노숙으로 큰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돕기 위한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게 해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 지역사회 

보존 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올버니 클린턴 재개발(Albany Clinton 

Redevelopment)에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Daniel P. McCo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을 

삶을 영위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저렴한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아파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빈곤 및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자본금과 최첨단 가전 및 전기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주정부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버니 시장 Kathy Sheeh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과 지역의 오랜 색채를 

유지하면서 이런 종류의 공평한 주거 지역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의 재활성화 덕분에 가족들은 새로운 

지붕, 창문, 가정 용품, 개선된 주방과 욕실을 포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저렴한 

주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클린턴 애비뉴 히스토릭 아파트먼트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임대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버니의 클린턴 스퀘어 지역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을 통한 뉴욕주의 지역 투자에 대한 노력을 보완합니다. 이 혁신적인 개선 조치는 

노숙을 경험했거나 위험에 처한 주민들과 정신 질환을 앓고 현장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캐피털라이즈 올버니 공사(Capitalize Albany Corporation)의 사장이자 올버니시 산업 

개발 기관(City of Alban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최고경영자인 Sarah 

Regin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 힐 지역에서 홈리싱의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이 

초기 투자가 완료되고 지역의 전략적 연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기쁩니다. 지역사회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저렴한 주택 사업은 

계속해서 올버니시 IDA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 재활성화 프로젝트는 지난 5년간 

이미 지원된 1,600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홈 리싱 유한책임회사 소개  



 

 

로체스터에 기반한 홈 리싱은 높은 품질의 아파트 지역사회 개발, 건설, 관리 

전문입니다. 1967년 베테랑 부동산 개발자이자 전 공동 최고경영자, 홈 

프로퍼티즈(Home Properties)의 공동 의장인 Nelson Leenhouts이 설립한 이 회사는 

Leenhouts 가족이 대대로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라는 사명에 전념하고 있으며 뉴욕,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전역에 2,500개 이상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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