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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트로이의 1,8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 공사 

발표  

   

트로이 북중부지역 17개 공터, 저활용, 폐허가 된 단지를 재개발하는 힐사이드 뷰 근린 

활성화 프로젝트   

   

이 개발 프로젝트로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이전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 주택 

51채 탄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트로이 시에서 1,8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개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힐사이드 뷰 근린 활성화 프로젝트는 8개의 

공터나 저활용된 도시 북중부 지역의 단지를 재개발하여 51채의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노숙자들을 위해 

26채의 주택을 남겨둘 것입니다.     

     

"주거 생활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미혼 뉴욕 시민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힐사이드 뷰와 같은 

프로젝트는 팬데믹에 의해 곤란을 경험한 후 가장 취약해진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안도감과 안심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두를 위해 더 강력해진 뉴욕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전체 지역 경제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양질의 주거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 이후 

수도권이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힐사이드 뷰 근린 활성화 프로젝트는 트로이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힐사이드 뷰 근린 활성화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저렴한 주거지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10만 가구가 넘는 적정 가격의 주택과 지원 주택 6,000가구를 건설하고 유지함으로써 

모든 뉴욕주민이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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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R)는 수도권에 약 4억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5,600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보존 

또는 조성했습니다.   

     



힐사이드 뷰는 분산된 위치에 있는 아파트 28채와 연립주택 7채의 4층짜리 건물 

1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로이 시, 트로이 커뮤니티 랜드 뱅크(Troy 

Community Land Bank) 및 다양한 개인 소유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보한 17채의 

개별 단지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폐허가 된 건물 4동을 

철거하고 이 부지는 잉걸스 애비뉴(북쪽), 11번가(동쪽), 5번가(서쪽), 후식로(남쪽) 등 

8개 부지로 통합됩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60 퍼센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26채의 아파트는 유니티 하우스(Unity House)를 통해 현장 

지원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전 노숙자였던 개인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의 자금 지원을 받아 뉴욕주 정신 건강 사무국(NYS Office 

of Mental Health)이 시행합니다.    

   

6채의 아파트가 완전히 개조되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3채의 아파트가 완전히 개조되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트로이 개보수 및 개선 프로그램(Troy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gram)입니다.   

   

이 다세대 건물은 각 아파트와 공용 지역의 냉난방용 고효율 고로를 비롯한 에너지 

효율적인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각 부지의 온수는 중앙 고효율 온수기로 처리되며 

건물에서 공동 구역 아파트까지 전달됩니다.    

   

모든 프로젝트 부지 위치는 유틸리티 하우스 프론트 도어(Unity House Front Door) 

근처에 있습니다. 거주민은 주중에 매일 제공되는 지역 사회 식사, 리스타일 부티끄, 고급 

식품 저장소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Unity House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도 지구 교통청(Capital District Transit Authority)을 통해 세입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는 모든 개발 부지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은 매사추세츠 가 근처에 있습니다.   

   

힐사이드 뷰 주 정부 지원 서비스에는 HCR로부터 약 910만 달러의 자본과 630만 달러의 

보조금을 창출할 연방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할당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OMH는 

221,000 달러의 자본금과 650,000 달러의 연 운영 자금을 ESSHI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저층 신축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에 57,000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레비티쿠스 재단(Leviticus Fund)은 15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CR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의 북부 중앙 근교 

전역에 걸쳐 1,800만 달러 규모의 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TRIP과 유니티 

하우스(Unity House)의 비전에 감사드립니다. 힐사이드 뷰와 같은 프로젝트는 저활용된 

부동산 부지를 절실히 필요한 최신식 주택으로 전환하고 풍부한 역사를 가진 번영하는 

도시로서 트로이의 부활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6채의 아파트를 

포함한 51채의 적정 가격의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통해 우리는 트로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욱 건강하고 보다 매력적인 인근 지역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사무국(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Marie T. Sullivan, M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사이드 뷰 아파트는 주변 인근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다 

중요하게는 정신 질환이 있는 이전 노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지역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팀이 일원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수천 가족과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NYSERDA 국장겸 최고 경영자(CEO)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RDA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힐사이드 뷰 근린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활용되는 에너지 효율적인 기능들은 거주민의 

편의와 건강에 기여하는 동시에 신축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낮추고 여전히 

여유롭고 살기에 아름다운 곳을 만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John T. McDonald III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사이드 뷰 근린 활성화 프로젝트는 

저활용되거나 텅빈 건물을 재개발하고 폐허가 된 건물도 제거하는 프로젝트로서 트로이 

북중부 이웃들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유니티 하우스 프론트 

도어(Unity House Front Door) 근처에 있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인 지원 팀은 이러한 

가족들이 그들의 주거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힐사이드 뷰와 같은 지원 주택을 보유하는 더 많은 

개인들은 주거 불완정 주기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Patrick Madd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의 주택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더 강력하고 더 탄력적인 이웃과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힐사이드 

뷰 근린 활성화 프로젝트는 폐건물을 제거하고 이를 현지 가족들을 위한 고품질 주거 

옵션으로 대체함으로써 트로이의 북부 중앙 지역의 향후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트로이 미래에 확실성의 표를 행사해 준 Cuomo 주지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정신건강 

사무국(Office of Mental Health), NYSERDA, 트로이 개보수 및 개선 프로그램(Troy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gram, TRIP) 및 유니티 하우스(Unity House)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트로이 개보수 및 개선 프로그램(Troy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gram, 

TRIP) 국장겸 최고 경영자(CEO)인 Christine Neal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힐사이드 북부 이웃이 말하면 TRIP과 유니티 하우스(Unity House)가 답변합니다!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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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사무국(Office of Mental Health), NYSERDA 및 레드스톤 이쿼티 

파트너(Redstone Equity Partners)에서 투자하여 건설된 8채의 신규 주택은 전통적으로 

투자가 끊긴 동네의 비어 있고 폐허가 된 건물 5채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협력하고 인프라에 대한 공정한 투자를 통해 강력한 지역 사회가 구축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강력한 힐사이드 북부 및 

북부 중앙 지역 사회라는 공동 비전을 달성함에 따라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트로이 유니티 하우스(Unity House)의 최고경영자인 Chris Bur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니티 하우스(Unity House)는 50년 이상 음식, 안전, 양육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이 삶을 

안정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목표와 우리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큰 진전입니다. TRIP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c0dc612-f396ff36-ac0f3f27-000babd9f8b3-684499af16d96f42&q=1&e=f1cba9a4-5f41-49ec-9164-9c96fb16f92b&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F31B44186A4F7CA88525870300602CEF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