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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신규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 계획 발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 및 웰빙, 고용, 법률 및 지원 서비스를 갖춘 지원 주택 68 

가구 건설 프로젝트  

  

센트럴 브루클린에 4,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겠다는 주지사 약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더 라이즈(The RIse)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에서 가장 최근 우승한 

제안으로, 브라운스빌 이스트 뉴욕 애미뉴에 68가구의 저렴한 지원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더 라이즈(The Rise)는 다양한 건강, 웰빙, 고용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를 통해 4,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주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5억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은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트 뉴욕 애비뉴 부지의 재개발은 센트럴 브루클린에 저렴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더 라이즈(The Rise)는 제놀리스 파트너스 유한회사(Xenolith Partners, LLC), 지역사회 

보존 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커뮤니티 솔루션스 인터네셔널 

주식회사(Community Solutions International, Inc)와의 파트너십으로 개발됩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ne Brooklyn Health System, OBHS)이 소유한 이스트 뉴욕 

애비뉴 부지는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 지역 이스트 뉴욕 애비뉴와 스트라우스 스트리트 

인터섹션의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승 제안의 일환으로,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BHS)은 건물의 1층에 관리 사무소를 운영할 것입니다.  

  



 

 

여성 교도소 협회(Women's Prison Association)와 오스본 협회(Osborne Association) 

또한 1층에 자리잡고 지역사회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뿐만 아니라 건물 주민들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케이스 관리, 직업 준비 교육 및 직업 배치, 재입국 

전환 및 사회 및 복지 기술 개발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지원 그룹 등이 포함됩니다.  

  

개발 프로젝트에는 또한 맨 업 주식회사(Man Up! Inc.) 및 지역사회 능력 개발 

주식회사(Community Capacity Development, Inc.)과 공유할 1층 및 지층 공간이 

포함됩니다. 맨 업(Man Up) 및 지역사회 능력 개발 주식회사(CCD)는 수감 경력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비롯해 청소년, 성인, 노인을 위한 피트니스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발 프로젝트 주민 및 주변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라이즈(The Rise)에는 한 가구의 관리자 공간을 포함한 68 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과 갇힌 

공간을 조합하고, 조명과 벽 색상과 같은 극심한 자극 요소를 없애는 등의 요소를 포함한 

트라우마에 신경을 쓴 디자인을 사용하여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내 편의시설로는 라운지 2개, 커뮤니티 룸, 세탁실 3개, 야외 테라스 2개, 자전거 

보관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 무료 와이파이를 거주 공간 및 부지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인터넷 접속을 늘리겠다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사업의 특징적 요소입니다.  

  

프로젝트 이츠(Project EATS)가 운영하는 옥상 농장 및 온실에서 건강한 음식과 직업 

훈련을 진행하는 등 이 프로젝트는 거주민과 폭넓은 지역사회가 즐길 수 있는 약 10,000 

평방피트 규모의 녹지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거주민들은 화단을 포함하는 다수의 야외 

테라스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라이즈(The Rise)는 홈즈 골드(Homes Gold) 기준 리드(LEED)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옥상 태양열 패널은 프로젝트 이츠(Project EATS) 온실의 지붕 역할을 

하여 일년 내내 도시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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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개인이 사법 시스템에서 벗어나 더욱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라이즈(The Rise)는 브라운스빌에 68가구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함께 개인이 독립적이고 건강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를 통한 주지사의 5억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덕분에, 우리는 창의적이고 

현대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이고 건강 지향적인 다목적 개발을 진행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센트럴 브루클린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우승 제안에 참여해주신 우리의 파트너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 주식회사(One Brooklyn Health System, Inc.)의 LaRay 

Brow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ne Brooklyn Health System)은 센트럴 

브루클린에 대한 주지사의 투자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브루클린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Zellnor My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의 제 

지역구민들은 오랫동안 적절한 주택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주 정부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왔습니다. 이제는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One Brooklyn 

Health Syste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의 동료들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개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형사 사법 제도에서 벗어난 개인에게 

지원 주택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라이즈(The Rise)의 미래 주민들이 삶에서 경험할 긍정적인 변화는 앞으로 

몇 년간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스빌과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에 대한 주정부의 집중과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더 라이즈(The Rise)는 수감 

경험이 있는 개인을 위해 지원 주택 자원,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전체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뉴욕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라이즈(The 

Rise)는 정부, 지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민간 부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필요와 우선 

순위에 대해 공유해주신 지역사회의 개별 구성원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및 우승한 개발 프로젝트 팀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licka Ampry-Samuels 뉴욕시 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라이즈(The 

Rise)는 정부, 민간 및 비영리 파트너가 도움이 필요한 동료 뉴욕 주민들이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안정적인 지원 주택은 최근 수감을 경험한 개인이 노숙을 하지 않고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입니다. 돌아온 

가족을 맞이하고 이들이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놀리스 파트너스(Xenolith Partners)의 Andrea Kretchmer 창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놀리스 파트너스(Xenolith Partners), 지역사회 보존 공사(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커뮤니티 솔루션스(Community Solutions) 등 더 라이즈(The 

Rise) 팀은 브라운스빌에서 특히 수감 경력이 있는 뉴욕 주민에게 저렴한 지원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서비스 파트너인 여성 교도소 협회(Women's Prison Association, WPA)는 175년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트라우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그너슨 건설 및 시공(Magnusson Architecture and Planning)이 설계한 

건강한 환경은 주민과 이웃이 단지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활성화  

센트럴 브루클린 은 뉴욕주 전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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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는 센트럴 브루클린에 약 3,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조성할 2018년 11월과 

2019년 12월에 주지사가 발표한 우승 제안 5개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발달 

장애인, 성년이 되어 위탁 가정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만성적인 노숙 문제를 

가진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비롯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 소개  

주지사는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련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브루클린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웰빙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봄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Vital Brooklyn Initiative)를 

시작했습니다.  

  

이 옵션을 평가하고, 하원의원 지역구들의 독특한 요구와 기회를 고려하며 장기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주지사는 센트럴 브루클린 출신의 각 뉴욕주 하원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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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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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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