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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네이다 카운티의 노령자를 위한 1,550만 달러 규모의 적정 가격 

주택 개발 완공 발표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컴플렉스(Jason Gwilt Memorial Senior Complex)에는 

비어 있던 학교 부지에 건설한 50채의 적정 가격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베로나 타운에서 1,550달러의 50채의 아파트 단지,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아파트(Jason Gwilt Memorial Senior Apartments)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실번 베로나 비치 초등학교(Sylvan and Verona Beach 

Elementary school)에 위치한 새로운 다목적 복합단지에는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의 최우선 

프로젝트였던 파크웨이 센터(Parkway Center at the Beach)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어르신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과 내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어 있던 학교를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개조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몇 십년간 오네이다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지역사회 자산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계획 덕분에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 계획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적정 가격 주택과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모호크 밸리 지역에서 32개 다세대 개발 프로젝트에 2억 3,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2,300채의 주택을 보존 및 조성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실반 베로나 비치 초등학교에 다녔고 16세에 암으로 죽은 제이슨 

그윌트(Jason Gwilt)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내에는 동급생들이 그를 

기리며 심은 나무와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택단지에는 55세 이상의 저소득 성인들에게 적정 가격에 제공되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 44채와 침실 2개짜리 아파트 6채가 지어집니다. 그 중 15채의 아파트가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관리합니다. 이 아파트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아파트들은 HCR의 그린 빌딩 기준을 따르고 에너지 스타 가전, 물, 에너지 절약 

설비와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복합 단지에는 공용 커뮤니티룸, 정원, 세탁실 및 창고 시설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고 일부 아파트는 일층에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상점과 

사업체들이 있는 실반 비치(Sylvan Beach) 커뮤니티, 오네이다 호수(Oneida Lake) 및 

베로나 비치 주립 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웰니스 프로그램, 클럽, 교육 강좌 및 레크리에이션과 피트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단지의 종합 노인복지회관인 최신 파크웨이 비치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크웨이 센터는 ElderLife Inc.가 관리합니다.  

  

개발자는 오네이다 주택관리국(City of Oneida Housing Authority)과 노르스타 

개발(Norstar Development USA, L.P.)입니다.  

  

1,550만 달러의 주택단지에 투자한 주정부의 투자에는 저소득 주택 신용 

프로그램(Low-Income Housing Credit Program )을 통한 약 1,000만 달러 자금과,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에서 

관리하는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의 210만 

달러를 활용한 HCR의 보조금 28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저층 

주거용 신축 프로그램(Low-rise Residential New Construction Program)을 통해 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오네이다 주택관리국이 43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와 Herkimer & 

Oneida Counties, Inc. 커뮤니티 재단에서 추가 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레드 스톤 

에퀴티 파트너스(Red Stone Equity Partners)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투자자이며, 

KeyBank, N.A.가 건설 융자를 제공했습니다.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주택 계획 덕분에, 이 1950년대의 학교 부지가 현재 50채의 새로운 아파트와 간절히 

기다리던 노인복지회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의 이름이 이 학교에 

다녔던 어린 암환자였던 제이슨 그윌트(Jason Gwilt)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의 동급생들이 아름다운 기념비를 헌사했고 바로 여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1,550만 달러 투자로 이 타운과 우리 파트너들이 이 



커뮤니티에 의미있는 증축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를 존중하고 더 강하고 더 포용적인 

모두를 위한 미래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아파트(Jason Gwilt Memorial Senior 

Apartments)는 경제 번영과 사회 공평성을 장려하는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의 

또 다른 모범입니다. 베로나 타운에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YSERDA 청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네이다 카운티의 적정 가격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NYSERDA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었던 제이슨 

그윌트에게 헌정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 

전역의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우리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한편,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혜택을 모든 뉴욕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OTDA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어르신들은 주거 

불안이나 노숙의 걱정 없이 품위있게 나이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아파트는 건물을 재활용한 놀라운 본보기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폐교였던 학교 건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 죽은 

예전의 학생을 추모하며, 오네이다 카운티의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자랑스러운 지지자로서 뉴욕주 전역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속된 지도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Joseph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아파트는 베로나 비치-실반 비치 지역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건물을 재개발한 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그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기회를 줄 

것입니다."  

  

Ken Blankenbus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 아파트의 입주 

소식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거주지나 일상 생활의 도움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줄 것입니다. 저는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지원을 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Anthony J. Picente, J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 특별한 파트너쉽을 구성한 오네이다 

주택관리국과 파크웨이 센터에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주택을 만들고 

주민들이 유의미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심점을 만들어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로나 타운의 슈퍼바이저, Scott Musacch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아파트는 우리 지역사회에 더해진 훌륭한 요소이며, 이 어려운 과업을 

달성하는 데 노고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네이다 주택관리국의 사무국장, Robert Walt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웨스턴 오네이다 카운티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고 현재는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컴플렉스라고 알려진 이 결과에 기여를 해주신 많은 개인과 단체와 기관 및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과 주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파크웨이 센터의 상임이사인 Kelly Walt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오네이다 주택관리국과 합류하여 파크웨이 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오네이다 카운티 서부의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여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Norstar Development USA, L.P. 사장, Richard L. Higg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시니어 아파트 단지는 오네이다 카운티 서부의 어르신들께 

절실히 필요한 저렴한 주택과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르스타 개발(Norstar 

Development)은 이 지역사회의 노력에서 오네이다 주택관리국과 협력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커뮤니티 재단의 사장/CEO인 Alicia Dick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이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복지회관을 개장한 것이 우리의 우선 사업 중 하나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와 파크웨이 센터와 같은 오랜 파트너의 약속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드 스톤 에퀴티 파트너스의 최고 사업개발 책임자, Richard Rober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드 스톤 에퀴티 파트너스는 노르스타 개발 USA와 오네이다 

주택개발국과 협력하여 제이슨 그윌트 시니어 메모리얼 아파트에 1,000만 달러의 세액 

공제 자본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비어 

있던 건물을 어르신을 위한 저렴한 주택과 노인 커뮤니티 센터로 개조하여 용도를 

바꾸는 훌륭한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KeyBank N.A.의 노령자 관계 관리자, Kate De La Garz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eyBank는 베로나 타운의 제이슨 그윌트 메모리얼 아파트에 1,080만 달러의 공사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네이다 주택관리국과 노르스타 개발 USA와 

협력하여 이 저렴한 주택단지를 어르신 주민들을 위한 현실로 만들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친환경 기준에 맞게 건설하고 서비스와 종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뉴욕주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유형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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