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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버펄로에서 2,100만 달러 규모의 적정가격 주택 개발 프로젝트 착공 

발표  

  

웨스트 사이드 홈즈는 49개의 새로운 적정가격 및 에너지 효율성 아파트를 버펄로 

웨스트 사이드에 공급하며, 성인 노숙자에게 16개 아파트 배정  

  

NYSERDA의 엑설런스 건물 공모전을 통해 362,000 달러 규모의 개발 보조금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에 2,100만 달러를 들여 적정가격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홈즈(West Side Homes)라는 이름의 개발 

프로젝트는 두 개의 건물을 재건축하고 새롭게 11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 49 

가구를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노숙 경험이 있는 주민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16 가구가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노숙자 등 에너지 

효율적인 현대적인 적정가격 주택을 필요로 하는 버펄로 주민을 위해 추진됩니다. 

비어있던 주차장을 새로운 주거 건물로 탈바꿈하면서, 우리는 웨스트 사이드 전역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뿐 아니라, 이곳에서 거주할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홈즈는 Hochul 주지사가 주 전체에 걸쳐 주택 구입을 보다 저렴하고,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주지사는 최근에 제정된 주정부 

예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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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되는 11개 건물은 비어있는 주차장 부지 17곳에 건설되며 기존 건물 두 개는 

재개발합니다. 완공된 개발 프로젝트는 원룸, 분리형, 투룸, 쓰리룸, 포룸 아파트 등 총 

49개의 적정가격 주책을 공급합니다.  

  

16 가구의 지원 주택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서포티브 하우징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가 기금을 제공할 것이며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이 관리하는 주택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베스트셀프 

행동 건강(BestSelf Behavioral Health)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 동료 지원, 1차 돌봄 서비스, 교육/직업 서비스, 보육 서비스 연결, 일상 생활 

능력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33개 아파트는 이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 이하를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625 웨스트 애비뉴(West Avenue)에 위치한 3층 건물에 15개 아파트가 마련되었으며, 

건축 과정에서 해당 주택은 파이우스(Passive House Institute US, Phius), 2020 

엔터프라이즈 그린 커뮤니티(Enterprise Green Communities), 웰 빌딩 인증(WELL 

Building Certification) 등을 취득할 뿐 아니라,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우수 건물 

공모전(Buildings of Excellence Competition) 및 신축 주거 프로그램(New Construction-

Housing Program) 지원을 받기 위해 성과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건물은 전면 

전기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지층 열 펌프, 에너지 복구 순환, 지붕 태양광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포함된 편의시설에는 세탁실, 옷장, 벤치, 발코니, 커뮤니티 룸 등이 

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홈즈는 다수의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며 베스트셀프 

행동 건강(BestSelf Behavioral Health) 클리닉과 사무실, 크래인 브랜치(Crane Branch) 

도서관 및 이사이아 곤잘레스-소토 브랜치(Isaias Gonzalez-Soto Branch) 도서관, 웨스트 

사이드 지역사회 서비스(West Side Community Services) 커뮤니티 센터, 다양한 버펄로 

시 학교, 메사추세츠 애비뉴 파크(Massachusetts Avenue Park), 보이스 앤 걸즈 

클럽(Boys and Girls Club) 등과 1마일 이내로 떨어져 있습니다.  

  

푸시 버펄로(PUSH Buffalo)의 주택 개발 담당인 버펄로 지역 안정화 기업(Buffalo 

Neighborhood Stabilization Company Inc, BNSC)이 개발을 맡습니다. 2017년 시작된 

기획 절차를 통해 웨스트 사이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BNSC의 주도로, 적정가격 주택을 

건설할 17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 저소득 거주 세제 혜택(Low-Income Housing Tax Credits)가 자본으로 

1,200만 달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가 보조금으로 330만 달러를 뉴욕주 자금으로 웨스트 사이드 홈즈에 지원합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36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NYSERDA는 엑셀런스 건물(Buildings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통해 

362,620 달러, 주택 신축(New Construction-Housing) 프로그램을 통해 124,000 달러를 

보조합니다. 버펄로 시는 500,000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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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홈즈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도보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아파트 16 가구를 

포함해 에너지 효율적인 적정가격 주택 49 가구를 공급합니다. 스마트 설계 개발 

프로젝트는 웨스트 사이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활동을 창출하는 한편, 지역 주거 

환경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철저하게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웨스트 사이드 

홈즈는 주민을 위해 더욱 건강한 주거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더욱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사회를 구상하며 뉴욕주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을 통해 설정한 탄소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노력해주신 푸시 

버펄로 등 기타 파트너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Chinazo Cunningham 중독 서비스 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을 겪는 사람들은 건강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주택 환경이 필요합니다. OASAS는 뉴욕주 모든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파트너 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에 가져올 혜택을 기대합니다."  

  

Daniel W. Tietz 임시 및 장애지원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가격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웨스트 사이드 홈즈를 포함한 

Hochul 주지사의 노숙 주거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은 가장 취약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Doreen M. Harris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RDA는 

웨스트 사이드 홈즈의 착공을 축하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면 전기화를 실현한 

적정가격 지원 주택으로 취약 계층의 버펄로 주민들에게 열 펌프 기술, 에너지 효율성 

공조,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선보입니다. 이와 같은 우수 건물 프로젝트는 저탄소 

미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이 기후 친화 주택 200만 가구 건설이라는 

Hochul 주지사의 공약으로 편안하면서도 건강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Tim Kenned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적정가격 지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중심 공간을 우선으로 생각해 웨스턴 뉴욕의 가족과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 

솔루션에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ean Ry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시 버펄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훌륭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버펄로 웨스트 사이드 활성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주정부 예산을 활용할 것입니다. 비어 있는 주차장 및 부지 19곳을 

활용한 재개발 프로젝트는 건설 부지 인근의 지역을 개선할 뿐 아니라, 많은 버펄로 

주민이 필요로 했던 적정가격 주택을 제공하고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on D. River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버펄로 웨스트 사이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정 주택에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 버펄로 지역 안정화 기업 

주식회사(Buffalo Neighborhood Stabilization Company Inc.) 및 푸시 버펄로에 

감사드립니다. 웨스트 사이드 홈즈에 마련될 49개의 새로운 아파트는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적정가격 주택 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 

베스트셀프 행동 건강 클리닉 및 사무실, 크레인 브랜치 도서관 및 이사이아스 곤잘레스-

사토 브랜치 도서관, 웨스트 사이드 지역사회 서비스 등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귀중한 

지원 서비스와 편의시설에 가까이 위치합니다."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가격 주택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에 기여합니다. 이번 투자로 

인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지역사회가 커다란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Hochul 주지사가 왜 

이러한 종류의 경제 개발에 집중하는지 시사합니다. 기존 구조물을 재개발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황성되는 독특한 적정가격 주택 프로젝트는 버펄로의 자랑이며, 주지사와 

행정부의 리더십과 진취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저는 웨스트 사이드 홈즈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반드시 필요한 적정가격 주택 프로젝트의 완공식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시 버펄로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검토 위원회(New York State Office of Housing and Community Review), 

NYSERDA, 뉴욕주 행동 건강청(Office of Behavioral Health), 베스트셀프 행동 건강 등 

우리의 노숙자들을 지원할 적정가격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은 제 행정부가 참여한 다섯 번째 푸시 버펄로 주택 프로젝트이며, 우리가 

버펄로 시의 모든 지역에서 적정가격 주택 40% 조성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홈(HOME) 기금 500,000 달러를 투자하게 되어 기쁩니다."  

  

Rahwa Ghirmatzion 푸시 버펄로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NSC/푸시 퍼벌로는 

웨스트 사이드 홈즈 프로젝트 착공을 매우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야심찬 공정 

기후 법안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 통과를 위해 지역 주민과 협력한 

결실입니다. 우리가 2019년 6월 통과된 CLCPA를 지지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는 

CLCPA 실행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웨스트 사이드 홈즈는 이러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고 이번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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