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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ADAMS 시장과 함께 브롱크스에서 1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적정가격 지원주택 개발 발표  

  

스타힐 페이즈 I은 모리스 하이츠에 326 가구의 적정가격 주택을 건설하고 노숙자를 

위한 지원주택 200 가구 공급  

  

렌더링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Eric Adams 뉴욕시 시장과 함께 브롱크스의 모리스 하이츠 

구역에서 1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적정가격 주택 개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힐 페이즈 I(Starhill Phase I)은 노숙자를 위한 지원주택 200 가구를 

포함해 326 가구의 적정가격 주택을 공급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 공사는 브롱크스 주민 300 가구 

이상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모리스 하이츠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자원 및 편의시설을 공급합니다. 전국적인 적정가격 주택 위기로 

임대료를 비롯한 기타 비용이 상승함녀서, 제 행정부는 250억 달러를 투자해 양질의 

적정가격 지원 주택을 공급하여 뉴욕 주민의 삶을 안정화하고 개선하려는 계획을 

시행하여 위기에 미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협력해주신 Adams 시장, 

시의회, 기타 이해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뉴욕 지역사회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dam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의 번영과 포용성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적정가격 주택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거 문제에서 어떤 뉴욕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을 위한 지원주택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며 우리는 전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뉴욕 주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Get 

Stuff Done)' 도시를 더욱 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타힐 페이즈 I은 더 저렴하고, 형평성 있고,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가 진행하는 전면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주지사는 회계연도 2023년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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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가구를 포함하여 뉴욕 전역에 100,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거나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7%2FStarhill_Rendering.pd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0507204b0384d86cb2008da6fe0e01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53091294259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O9haCK%2BvGb7pd6puyNkNZBpDpbikij4EGR%2BZA2Y2fY%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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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스타힐 페이즈 I은 14층 다가구 건물로 1층 편의시설 건물과 연결됩니다. 2 에이커 

규모의 부지는 과거 병원이 주거 치료 센터로 사용했으며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다목적 개발 공사는 2018 제롬 코리도 리조닝(Jerome Corridor Rezoning)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신축 건물의 200 가구는 약물 사용 질병 또는 연관 질병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노숙자에게 배정됩니다. 이러한 주민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이 집행하는 현장 지원 서비스와 임대 보조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 관리, 가족 상담, 일자리 대비 훈련, 기초 재정 워크숍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각 임차인의 수요에 맞게 

제공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임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립 생활 기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포 더 언더서브드(Services for the UnderServed, 

S:US)입니다.  

  

잔여 아파트는 지역 중간 소득 30~80%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정됩니다. 현장 

관리자에게 아파트 1 가구가 배정됩니다.  

  

주거 편의시설에는 뒷 마당과 2층 테라스의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이 있습니다. 내부 

편의시설에는 현장 사회복지서비스, 피트니스 룸, 세탁실, 어린이 놀이방, 컴퓨터실, 각 

세대 무료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에는 24시간 경비가 운영됩니다.  

  

스타힐 페이즈 I은 브롱스크 모리스 하이츠 지역에 위치해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등 

지역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10개의 MTA 버스 노선이 지나는 정류장이 개발 

부지와 가까우며, 4, B, D 열차 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힐 페이즈 I의 

개발업자는 브롱크스 프로(Bronx Pro)와 S:US입니다.  

  

스타힐 페이즈 I에 대한 주정부 투자에는 영구 면세 채권 2,060만 달러, 자본 8,050만 

달러를 창출한 연방 저소득 세액 공제(Federal Low-Income Tax Credits),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로부터의 

보조금 3,15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는 지원 주택 대출 

프로그램(Supportive Housing Loan Program)을 통해 3,1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가 1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스타힐 페이즈 II(Starhill Phase II)는 추가 적정가격 지원 주택 244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RuthAnne Visnauskas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 

가구의 지원 주택을 포함해 아파트 326 가구를 제공하는 스타힐 페이즈 I은 

브롱크스에서 양질의 적정가격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거둔 가장 

최근의 성과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 인터넷, 편의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힐 페이즈 I은 곧 이곳에 입주할 사람을 위해 

더욱 밝고 건강한 미래를 창출할 것입니다. 모리스 하이츠에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주신 브롱크스 프로와 서비스 포 더 

언더서비스드에 축하를 전합니다."  

  

Chinazo Cunningham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는 주 전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OASAS가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들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해줍니다. 브롱크스에서 시행되는 이번 1차 

개발은 약물 남용 질병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Jessica Katz 뉴욕시 최고 주택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에게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노숙, 정신 건강, 약물 사용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타힐에 곧 수백 명의 뉴욕 주민이 입주하며, 모리스 하이츠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주택 전략인 '지역 주택 

마련(Housing Our Neighbors)'의 일환으로, 우리는 양질의 적정가격 ㅜ택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브롱크스 프로와 서비스 포 

더 언더서브드에 축하를 전합니다."  

  

Adolfo Carrión Jr. HP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힐은 행정부가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줍니다. 안전한 적정가격 지원 주택은 

주민이 번영할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완공 후, 스타힐은 최대 

규모의 신축 지원 주택 프로젝트로서 노숙자를 위한 지원주택 200 가구를 포함해 

적정가격 주택 326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뉴욕 

주민이 가능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환영합니다."  

  

Ritchie Torr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뉴욕시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노숙자와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해주신 주지사와 시장의 노력에 감명받았습니다."  

  

José M. Serran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스타힐 적정가격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브롱크스를 비롯한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거 위기 해결을 

도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무료 인터넷, 사례 관리, 가족 상담, 일자리 대비 



훈련, 기초 재무 워크샵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 주택 326 가구를 조성하기 

위한 NYS HCR, Hochul 주지사, Adams 시장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 가족들의 적정가격 주택 

접근성을 개선하는 스타힐 페이즈 I은 모리스 하이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발표에 나타난 의지를 바탕으로 Hochul 주지사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의 파트너로서 우리 가족들이 직면한 적정가격 주택 위기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Vanessa L. Gibson 브롱크스 행정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적정가격 

주택과 지원주택을 함께 이곳 모리스 하이츠 지역에 공급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환영합니다. 안전한 영구 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우리 자치구에서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주신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브롱크스 프로, 뉴욕시 의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Pierina Sanchez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적정가격 주택 위기 

상황에서 제14 지역(District 14)의 임대료와 퇴거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부 

예산이 모리스 하이츠의 새로운 적정가격 주택 개발 사업에 투입되어 매우 기쁩니다. 

스타힐 페이즈 I의 1억 8,900만 달러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노숙자에 대한 현장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된 지원주택 200가구를 포함해 적정가격 주택 326 가구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주민은 현장 서비스 및 편의시설, 편리한 

대중교통, 무료 인터넷 등 필수 유틸리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은 제 

지역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 프로젝트 

건설은 노숙자 구성원을 비롯해 제14 지역구 주민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S:US 대표 겸 최고경영자 Jorge R. Peti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주택은 곧 안정, 안전, 지역사회이며, 소속감을 줍니다. 스타힐은 노숙, 

빈곤, 중독,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뉴욕 주민에게 희망과 가능성, 기회를 줍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 S:US는 뉴욕 주민에게 어울리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적정가능 지원 주택을 

브롱크스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Samantha Magistro 브롱크스 프로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 

프로는 스타힐 부지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스타힐 

페이즈 1은 의료 및 정신 보건 진료에 사용된 부지의 역사를 기념하는 한편, 모리츠 

하이즈의 적정가격 주택 및 열린 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합니다. 우리는 S:US, 뉴욕시, 

뉴욕주, 임대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이번 주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Baaba Halm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 

부대표 겸 뉴욕 시장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뉴욕시 주거 위기와 팬데믹의 

경제적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적정가격 주택 공급 증대와 지원 서비스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파트너인 브롱크스 프로 

그룹(Bronx Pro Group), 서비스 포 더 언더서브드 등과 협력하여 브롱크스에서 

적정가격 지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Jane Silverman,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뱅킹 포 페체이스(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for Chase)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브롱크스 프로 그룹 및 

서비스 포 더 언더서브드와 함께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과거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인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0507204b0384d86cb2008da6fe0e01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53091294259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h%2BnzbW71uzjrpEm%2Fe%2Fq08tNGG78m6u2RUtXVtYSpvA%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9D5FEB6AF1F9308D8525888C0052118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60507204b0384d86cb2008da6fe0e01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53091294259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qkdN%2Bb1opejismej3I7YtYN7qvOa%2FF7fmhifAu%2FelU%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