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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시러큐스 시에서 5,500만 달러 규모의 복합 주택 개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  

   

Historic Moyer Factory 복합 단지를 변경하여 128개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과 상업 

공간 조성  

  

Moyer Carry Loffs 프로젝트,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가구 포함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에 5,500만 달러를 들여 저렴한 주택 및 지원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4개 건물인 Moyer 

Factory 복합 단지를 128개 아파트와 1층 상업공간으로 전환하고, 50채의 주택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과 가족을 위해 예약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을 더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과 그들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전역에 걸쳐 비어있고 활용도가 낮은 

역사적 건물의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시러큐스와 같은 도시의 활성화와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거주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웃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Moyer 

Carriage Lofts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우선시하여 주택 위기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Moyer Carriage Lofts 프로젝트는 주 전체에 걸쳐 주택 구입을 보다 저렴하고,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Hochul 주지사 계획의 일환입니다. 최근 제정된 주정부 

예산에서, 주지사는 추가로 50,000가구의 전기화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10,000채를 포함하여 뉴욕 전역에 100,000채의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거나 

보존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릴 250억 달러의 새로운 5개년 종합 주택 계획을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5%2FMoyer_Carriage_and_Car_Factory.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68d93cad95c4532637508da43e0cf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693019299639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8ILVPb5Zs2ZBp77nRS44jXOIVCJtKSAPqtzUpms5ogM%3D&reserved=0


  

이 개발 프로젝트는 128개의 아파트와 3,670 평방 피트의 상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인 Moyer Factory 단지를 적응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호 연결된 

건물 네 채는 재건을 거치며, 외부 건축 세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881년에 지어졌지만 2005년 이후로 공터로 남아 있는 Moyer Factory 

단지에 역사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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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50개의 아파트는 지원 단위로 지정될 것이며, 주민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정신 건강 

사무소가 관리하는 현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상담과 사례 

관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주거 편의시설로는 조경된 개인 안뜰, 세탁실, 안전한 출입구 커뮤니티 룸, 프로그램 

사무실, 오프스트리트 주차장을 들 수 있습니다.  

  

주 재정에는 영구적인 비과세 채권 360만 달러, 연방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되며 이는 1,820만 달러의 자본과 1,070만 달러의 뉴욕주 주택 및 지역 사회 재건의 

보조금을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연방 및 주 역사 세금 공제의 사용을 촉진하여 

거의 1,200만 달러의 자본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성공적으로 추진한 

브라운필드 정화 프로그램(Brownfield Cleanup Program)에 참여했으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즉시 640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은 50개 지원주택에 대해 연간 

120만 달러 이상의 운영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러큐스 시는 또한 주택 기금으로 

50만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개발팀은 Housing Visions와 Redev CNY LLC의 합작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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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oyer Carriage Lofts는 시러큐스의 노스사이드와 이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개인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5,500만 달러 규모의 

128개 아파트 단지는 이 산업 캠퍼스의 긴 이야기에서 아주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이 지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준 Housing Visions과 Redev CNY에 감사드립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의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회복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연구를 통해 주거의 

불안정성이 누군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oyer Carriage Lofts 프로젝트는 

Hochul 주지사가 주거지원과 정부, 비영리단체, 기업 간 협업을 구축해 시급한 



주거수요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또 다른 

사례입니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oyer Carriage Lofts 

프로젝트는 역사적 보존이 시러큐스와 같은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역사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우리 도시와 마을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구조에 대한 재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John W. Manni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oyer Carriage Lofts는 오랫동안 

센트럴 뉴욕과 주 전역에 없었던 저렴하고, 달성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주택 솔루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Moyer Carry 

Lopts는 많은 개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물을 

재건하는 것은 더 나은 주거 선택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Housing Visions는 센트럴 뉴욕의 

활성화를 위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변 지역 및 전문화된 주택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Ryan McMahon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랩어라운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저렴한 주택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매우 중요한 요구이며 이 

프로젝트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큰 도약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해 준 모든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Mayor Ben Wals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웃과 우리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상징적인 노스 사이드 건물을 부활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러큐스 

시에 존재하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Destiny USA, Regional Market, Washington Square와 

North Salina Street 사이에 위치한 이 중요한 회랑에 대한 더 큰 관심과 투자를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Housing Visions, Redev 

CNY에 감사드리며, 주거, 환경, 역사적 보존,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 국가 파트너들의 

엄청난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Housing Visions Unlimited, Inc.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Ben Lockwoo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using Visions는 Moyer Carry Lopts에서 이와 같이 요구가 높은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 지역 팀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러큐스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보존하고, 노스사이드에 고품질의 개발을 제공하며, 

시러큐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아파트에서 거주자들을 수용할 것입니다."  

  



Redev CNY, LLC Managing Member Ryan Ben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동시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래의 

CNY는 포괄적이고 저렴해야 하며, Moyer Carry Lopts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지역에 맞게 마련된 이 계획은 세계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고, 기업 활동을 강화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지역은 이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한 5억 달러 주정부 투자로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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