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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이스트 뉴욕에서 적정가격 주택 2,400 가구, 의료 클리닉, 소매점 

조성을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 발표  

  

3억 7,300만 달러 규모의 브루클린 개발 센터 재개발 프로젝트 초기 단계가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적정가격 주택 약 600 가구 확보  

  

다단계를 걸쳐 진행되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는 뉴욕주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스트 뉴욕의 경제 불평등 해결 모색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의 이스트 뉴욕 지역에 위치한 27 에이커 규모의 

과거 브루클린 개발 센터(Brooklyn Developmental Center, BDC) 부지에서 진행되는 

12억 달러의 재개발 건설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단계 공사로 적정가격 주택 576 가구를 조성하고 15,000 평방피트 규모의 외래 진료 

클리닉을 신설하며 7,000 평방피트 규모의 1층 소매 공간을 확보합니다. 완공 후, 

알라피아(Alafia)라는 이름의 전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근 레크리에이션 공간에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며 보건과 복지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정가격 주택 2,400개가 조성됩니다. 알라피아는 뉴욕주의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일환으로 브루클린의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의 

만성적인 사회, 경제 및 건강 격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트 뉴욕 주민을 위해 집을 짓는 것 

뿐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뉴욕 주민이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규 적정가격 주택 2,400 가구를 조성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진료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알라피아는 이 지역을 더욱 포용적이고 건강한 거주 지역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투자로, 이를 통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018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뉴욕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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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하여 이스트 뉴욕 스프링 크릭 지역인근의 브루클린 개발 센터(Brooklyn 

Developmental Center) 캠퍼스에 대한 현대적 다목적 웰빙 개발안을 요청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12%2FBrooklyn_Developmental_Center_Renderings.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1d24fb54d5d468be20908dae1dec57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06443121914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6zlRicyib3%2B0jFQfLMp13Zk8imTTl4qzMAfJR8KIOA%3D&reserved=0


선정된 개발팀은 에이펙스 빌딩 컴퍼니(Apex Building Company), L+M 디벨롭먼트 

파트너스(L+M Development Partners), 서비스 포 더 언더서브드(Services for the 

UnderServed, S:US), 라이즈보로 커뮤니티 파트너십(RiseBoro Community Partnership)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의 개발 마스터플랜은 다트너 아키텍트(Dattner 

Architects)가 수립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알라피아, 즉 BDC 재개발 프로젝트는 수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약 

2,400개의 적정가격 주택을 비롯해 열린 공간을 갖춘 다목적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해당 

공간은 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SCAPE Landscape Architecture)가 

설계했습니다.  

 

재개발 1단계에는 주택 452 가구가 위치한 15층 건물, 주택 124 가구가 위치한 6층 건물 

신축 등이 포함됩니다. 15층 건물에은 로비를 공유하는 두 개의 타워로 구성되며, 첫 

번째 타워에는 15,000 평방피트 규모의 진료 클리닉, 두 번째 타운에는 7,800 평방피트 

규모의 소매 공간이 위치합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는 외래 의료 시설로 1차 진료를 비롯해 알라피아 

및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특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소매 공간에는 상업 임차인 다섯이 입주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아파트 48 가구는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가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OMH)이 집행하는 임대 

보조금 및 서비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배정됩니다. 추가 88 가구의 지원 

주택은 지적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뉴욕주 발달장애인 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임대료 

보조 및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배정됩니다. 지원 주택 136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서비스 포 더 언더서브드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건설하는 두 개의 건물은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설계 기준을 

충족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을 위한 클로즈드 루프 지역 펌프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판은 태양열을 전력으로 변환시키며, SHARC 폐수 열 

복구 시스템은 폐수에서 에너지를 발전해 냉난방, 온수 등에 사용합니다.  

 

주민들은 무료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주거 편의시설에는 세탁실, 자전거 보관소,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이 있습니다.  

 

1차 단계에 대한 주 재정에는 영구 면세 채권 3,810만 달러, 자본 1억 1,780만 달러를 

창출한 연방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로부터의 보조금 

1억 7,49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약 450,000 달러를 투자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선 다가구 적정가격 주택 이니셔티브(NY-Sun Multifamily Affordable 

Housing Incentive) 프로그램을 통한 태양광판 설치 NYSERDA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및 지역 공제(Solar and Geothermal Tax Credits) 지원 

대상으로 자본 투자 670,000 달러를 보조받을 예정입니다. OMH는 연간 1,200,000 

달러를 지원받아 48개 ESSHI 유닛을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 보조금(Program 

Development Grant) 430,000 달러를 시작 비용으로 활용합니다. 추가 자금은 다양한 

민간 자원을 통해 조달합니다.  

 

알라피아는 적정 가격의 평등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사는 회계연도 2023 주정부 예산(State 

Budge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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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Hochul 주지사는 Eric Adams 시장과 발표를 진행하여, 이스트 

뉴욕의 다목적 프로젝트인 로간 파운틴(Logan Fountain) 공사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적정가격 주택 174 가구를 조성하고, 노숙 경험이 있는 뉴욕 주민 

169명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7,600 평방피트 이상의 소매 공간을 확보합니다.  

 

RuthAnne Visnauskas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개발 센터 부지 재개발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를 건설하여 센트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 수언 명의 건강을 개선하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12억 달러 프로젝트의 1단계로 

3억 7,3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를 통해 이스트 

뉴욕 지역 전체와 미래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 의료 클리닉 

무료 와이파이, 청정 에너지 활용, 소매 공간, 적정 임대료 등은 더욱 많은 적정가격 

주택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전일적 접근법입니다."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피아는 적정가격 주택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모든 뉴욕 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해진 브루클린 개발 센터 재개발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 

건설을 통해 센트럴 브루클린을 활성화합니다."  

  

Doreen M. Harri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부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200만 가구의 기후 친화적 주택 확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소외된 뉴욕 주민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열 난방 펌프 기술 활용 및 

재생가능 태양 에너지 전력 개발을 통해 알라피아 개발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지역에서 활기 넘치고 청정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개발 

센터에 포함된 지원 주택 개발은 정신질환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d-mayor-adams-announce-groundbreaking-mixed-use-affordable-housing&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1d24fb54d5d468be20908dae1dec57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06443121914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KJ8w00TMdb2TV0pAhKfTq7tOnlhQ8ESgd8bAcygYoI%3D&reserved=0


이곳에서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주택 및 

정신 보건 의료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의지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uben McDaniel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ASNY는 브루클린 

지역사회가 미래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브루클린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erri Neifeld 뉴욕주 발달 장애인 지원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계속 발달 쟁애를 가진 뉴욕 주민이 포용적인 지원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개선하는 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브루클린 개발 

센터 부지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택 88 가구를 건설하는 한편, OPWDD는 지역사회 삶 

개선을 위해 기타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독립적 생활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개발 프로젝트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Roxanne J. Persaud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알라피아 개발의 

1단계는 약 500 가구의 새로운 아파트를 지역에 조성하고 이중 132개 아파트는 지원 

아파트로 운영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는 전 브루클린 개발 센터 캠퍼스를 

대규모로 재개발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취약한 뉴욕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Nikki Luca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피아 개발 사업은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의료 센터와 함께 적정가격 주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개발업자 및 주지사실과 계속 협력하여 오늘의 착공은 물론 

건설 전, 후 단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제60 하원 지역구에 현재 살고 있는 구성원을 

위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저는 지역사회가 신청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지역구 내 주민들이 취업 및 주거 기회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onio Reynoso 브루클린 행정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트 

뉴욕은 브루클린 지역사회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민을 위해 수백 개의 적정가격 주택을 

조성하고 의료 서비스 및 소매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스트 뉴욕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더욱 신속하게 주거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구의 

모든 지역은 브루클린의 사회 및 경제적 복지 개선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개발 센터 부지 재개발이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어 기쁩니다. 

오늘의 성과를 낼 수 있또록 도와주신 Hochul 주지사와 다수의 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LaRay Brown 원 브루클린 헬스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적정가격 주택 및 진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평등 달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비전 실현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서비스드 포 더 언더서브드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Jorge R. Peti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주택은 곧 안정, 안전, 지역사회이며, 

소속감을 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택을 확보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강화하여 녹지 공간 및 필수 지역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알라피아가 이스트 뉴욕에 충분한 녹지와 함께 적정가격 

지원 주택을 가져오게 되어 기쁩니다. S:US는 혁신적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Lisa Gomez L+M 디벨롭먼트 파트너스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착공은 적정가격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주택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기준을 수립해, 

의료적 성과는 물론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달성합니다. 공사 자재 마련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적정가격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를 비롯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또록 도와주신 모든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Lee Brathwaite 에이펙스 빌딩 그룹(Apex Building Group)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삶과 지역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알라피아는 이렇게 매우 드문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에이펙스는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이펙스는 양질의 적정가격 주택 

확보라를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이스트 뉴욕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Scott Short 라이즈보로 커뮤니티 파트너십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라이즈보로는 지역사회 파트너, 지역 정부, 민간 투자자와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양질의 적정가격 주택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알라피아가 성장하여 적정가격 지원 주택을 통해 건강하고 번성하는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라이즈보로의 지역사회 중심의 미션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 기쁩니다."  

  

Yarojin Robinson 골드만 삭스 자산 관리(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의 

어반 인베스트먼트 그룹(Urban Investment Group) 관리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반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핵심은 양질의 적정가격 주택 조성 및 보존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한편, Hochul 주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여 이스트 뉴욕 지역사회 내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Page Travelstead 웰스 파고(Wells Fargo) 관리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피아 

프로젝트의 1단계는 이스트 뉴욕 활성화 계획을 구현한 것으로, 적정가격 주택, 의료, 



지역사회 중심 소매 공간, 사무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마련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주거 기회를 확대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뉴욕 주민이 

더욱 지속가능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많은 핵심 파트너와 함께, 웰스 파고는 첫 번째 건물 공사에 자금을 제공하여 적정가격 

주택 452 가구를 확보하고 스프링 크릭에서 활기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 

및 문화적 기회를 연결할 것입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활성화  

센트럴 부르클린은 오래 동안 투자 부족과 사회적 외면으로 고통을 받아 주민의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중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건강 식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신체 활동 기회가 많으며, 폭력과 범죄율이 

높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또한 실업, 빈곤 수준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격차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경쟁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개발 프로젝트는 

센트럴 브루클린에 4,000개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약속을 진전시키는 열쇠이며 사회, 의료 및 지역사회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기회, 

가족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 소개  

봄 바이탈 부르클린 이니셔티브는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련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브루클린의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웰빙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시작되었습니다. 하원의원 지역구들의 독특한 

요구와 기회를 고려하며 장기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센트럴 부르클린 출신의 각 

뉴욕주 하원의원들은 지역사회 리더, 지역 전문가, 옹호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를 소집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뉴욕주 상원의원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총 25 

차례의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약 100 명의 주요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10개 사이트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표되었으며 

2020년에 개발 파트너가 선정되었습니다. 5개의 프로젝트가 건설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프로젝트와 단계는 향후 몇 년 동안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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