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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러토가 스프링스 소재 2,000 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단지 

완공 발표  

  

프로메나드 아파트, 근로자 가족 및 노숙자 재향 군인을 위한 63 채의 저렴한 주택 제공  

  

주지사의 전례가 없는 200 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저렴한 주거지 마련 계획의 일환인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러토가 스프링스 중심부에 위치한 2,000 만 달러가 

투자된 저렴한 지원주택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메나드 아프트를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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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만 달러의 저소득 세금 공제로 일부 자금을 조달한 이 개발 프로젝트는 노숙자 재향 

군인을 위해 예약된 10 채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63 채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이전보다 더 잘 재건함에 따라, 우리는 주 전체에 걸쳐 활기찬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지원주택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새러토가 스프링스가 모든 사람이 

살고, 일하고 가족 특히,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봉사한 재향 군인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으로 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메나드 아프트는 41 세대로 이루어진 4 층 건물과 총 22 세대의 2 층 타운하우스 

스타일 건물 3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개발 프로젝트에는 침실 1 개로 

구성된 31 채, 침실 2 개로 구성된 26 채, 침실 3 개로 구성된 아파트 6 채가 포함되며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인 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Norstar Development USA, L.P. 및 새러토가 스프링스 주택당국(Saratoga Springs 

Housing Authority)이 개발한 이 프로젝트에는 재향 군인을 위해 우선 배정된 지원 

서비스가가 필요한 개인을 위해 예약된 10 채의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재향군인 및 

지역사회 주택연합(Veterans & Community Housing Coalition)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의 시설에 대한 예로는 Energy Star 가전 기기, 세탁 시설이 있는 커뮤니티 룸, 

피트니스 룸, 세입자를 위한 보관 공간 및 야외 놀이터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 부지는 또한 소매점, 학교, 버스 교통 라인, 약국, 은행, 도서관, 보건 센터, 

식료품점 및 식상에서 0.5 마일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메나드 아프트는 Cuomo 주지사의 전례 없는 200 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0 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과 6,000 가구 이상의 지원 주택을 건설 및 

보존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2011 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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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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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했습니다.    

  

프로메나드 아프트 주 정부 지원 서비스에는 HCR 로부터 약 165 만 달러의 자본을 

창출할 연방 및 주정부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할당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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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64,800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요 

커뮤니티 개발 공사(Key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290 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HCR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메나드 아파트는 

63 채의 에너지 효율적인 아파트로 새러토가 스프링스에서 고품질의 저렴한 임대 주책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 특히 국가를 위해 봉사한 재향 

군인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우수한 직업, 학교, 서비스 및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0 만 달러의 

투자는 모두를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균등한 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새러토가 스프링스 주택당국(Saratoga Springs Housing Authority) 사무총장인 Paul 

Feld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내 저렴한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은 새러토가 

스프링스 주택당국의 우선순위 과제였으며 이제 우리는 새러토가 스프링스에 거주하길 

원하는 추가 63 가구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 배후에는 수년 간의 작업이 필요했으며 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주도한 Norstar Development 의 개발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지켜 본 새러토가 스프링스 

주택당국 위원회의 비전과 지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과 시의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멋진 도시에 살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가족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와 헌신을 보여준 새러토가 스프링스 주택당국의 직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Norstar Development USA, LP. 사장인 Richard Higgin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러토가 스프링스 주택당국 개발 팀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깁니다. 프로메나드 아프트는 새러토가 스프링스 시에 훨씬 많이 필요한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새러토가 스프링스 시, Key Bank, 

Balzer and Tuck Architects 와 LA Group 의 디자인 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일한 Bonacio Construction 의 건설 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Daphne Jord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 군인과 노숙을 경험한 노동자 

계층의 가족을 위해 보조적 형태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재향 군인 즉 미국의 영웅을 돕고 노동자 계층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들에게 제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arrie Woer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러토가 스프링스 거주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메나드 아프트가 개장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편리한 

위치에 신중하게 설계된 주거 공간이 있는 이 아름다운 아파트는 이 도시의 저렴한 

주택의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며 편리한 주택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개인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해결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와 새러토가 스프링스 

시에 찬사를 보냅니다."  

  

Meg Kelly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 지역사회 개발 통합 계획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렴한 주택의 창출은 계속해서 이 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5 년 동안 이러한 노력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밝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10 채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 단지가 공급되는 7 개의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으며, 현재도 시공 중이거나 승인 프로세스 단계에 있습니다. 

새러토가 스프링스 공공 주택당국(Saratoga Springs Public Housing Authority)은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프로메나드 프로젝트를 통해 

63 개의 고품질 단지가 추가되었으며 밴더빌트 및 제퍼슨 테라스에서 또 다른 24 개의 

단지가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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