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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나소 카운티에 3,200만 달러 규모의 적정 가격 주택 개발 공사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를 통하여 노동자 가정, 거동이 불편한 사람,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렴한 55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가비스 포인트(Garvies Point)에서의 신규 개발은 글렌 코브(Glen Cove)의 해안가 유휴 

부지 재개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글렌 코브의 나소 카운티 해안가 유휴 부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3,230만 달러 규모의 적정 가격 주택 개발 공사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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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을 지원받는 가비스 포인트에서의 프로젝트는 노동자 가정, 거동이 불편한 사람,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렴한 55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우리 주를 예전보다 더 좋게 재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모든 노동자 가정이 

안전하고 저렴한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글렌 코브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면서, 유휴지였던 이 해안 지역을 활기찬 

지역사회로 탈바꿈하려는 시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중위 소득을 기초로 하여 55채의 적정 가격 아파트를 2동의 4층 

규모로 건설할 것입니다. Georgica Green Ventures, LLC가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맞게 개조한 6채 주택과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임차인에게 맞게 개조한 3채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척추 협회(United Spinal 

Association)와 청각 장애인 학교(Cleary School for the Deaf)가 임차인에게 이용 가능한 

주택을 위한 추천서를 제공합니다.   

   

편의 시설로는 세탁실,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 놀이방, 체육관, 주민 공동 이용실 및 건물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개발 설계는 인근 해안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엔터프라이즈 그린 커뮤니티(Enterprise Green Communities) 기준과 미국 

친환경 건물 협의회(US Green Building Council) LEED 실버 등급을 충족합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주정부의 지원에는 자본으로 마련한 약 1,340만 달러의 연방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배당금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의 보조금 77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추가 자금에는 Barings에서 제공되는 840만 달러 보조금과 나소 카운티 주택 기금의 

9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더 규모가 큰 활성화 노력을 계속 추진하여 글렌 

코브의 유휴지 해안가에 새로운 주택, 소매점 및 휴양 공간을 조성합니다. 개발지 

주변에는 추가의 콘도미니엄과 임대 주택, 계단식 극장, 소매점, 식당 및 휴양 공간이 

생깁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적정 가격 주택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10만 가구가 넘는 적정 

가격의 주택과 지원 주택 6,000가구를 건설하고 유지함으로써 모든 뉴욕주민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롱아일랜드에 약 

3억 6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3,000채의 적정 가격 주택을 보존 또는 조성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비스 포인트에서 이 새로운 개발에 

3,230만 달러를 투자하여 55 가구가 글렌 코브의 활기를 되찾은 해안 지역을 따라 

저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임대 주택은 활발한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포용적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Georgica Green Ventures가 이 새로운 개발의 결실을 맺은 것을 

축하합니다."    



   

Georgica Green Ventures, LLC의 사장 David Ga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 전체에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고 모든 

지역사회에는 부지가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야심찬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가 글렌 코브를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일은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Georgica Green Ventures, LLC는 이와 같은 적정 가격 주택 건설이 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Georgica의 가비스 포인트 개발이 다른 도시와 타운, 

빌리지에도 모델이 되어 롱아일랜드에서의 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Charles D. Lavin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북쪽 

연안 경제를 부양하는 이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활기를 찾은 가비스 

포인트 해안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 또 다른 디딤돌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주택을 공급하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경제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의 재건 노력을 계속하여 글렌 코브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렌 코브 시의 Tim Tenke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eorgica Green은 Dave 

Gallo의 리더십 하에 아름다운 가비스 포인트 지역의 중위 소득 가구를 위해 55채의 

임대 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넓은 공용 편의 시설을 이용하고 집 뒤쪽에서 

바로 해안가로 접근할 수 있으며, 활기찬 다운타운을 도보 거리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며 글렌 코브 해안의 모든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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