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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롱크스 소재 4,7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단지 개관 발표  

  

모리스 애비뉴 아파트(Morris Avenue Apartments)는 저렴한 지원 주택 94채를 청년, 

성인, 가족에게 공급할 예정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브롱크스 지역의 재생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리스 애비뉴 아파트(Morris Avenue Apartments)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모리스 애비뉴 아파트는 94개 거주지로 구성된 11층 건물로, 

브롱크스의 유니버시티 하이츠 지역에서 다양한 소득 계층에 지원 서비스를 갖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3개의 저렴한 아파트와 더불어, 건물에는 31개의 지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17채는 정신 질환 환자이나 연령으로 인해 위탁 가정을 떠나게 된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14채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 성인에게 배당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안전한 장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저렴한 주택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롱크스에 대한 이번 

투자는 해당 지역에 새로운 건물과 거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브롱크스의 청년과 

가족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거주 선택지를 제공해,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 전역에 저렴한 

주택을 늘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숙을 없애려는 주정부의 종합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브롱크스 지역의 재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개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트 182번가와 이스트 183번가 사이의 모리스 애비뉴 2264에 자리 잡은 새로운 

건물은 원룸 31채, 분리형 아파트 23채, 투룸 아파트 25채, 쓰리룸 아파트 3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를 위해 투룸 아파트 1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는 

또한 컴퓨터를 갖춘 커뮤니티 공간, 세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구역이 있으며, 주차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대부분의 임대료는 이 지역 중간 소득 60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에 적정한 가격으로, 그중 14가구는 지역 중간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ervices for the UnderServed, S:US)를 통해 

건물 내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는 뉴욕 최대의 

사회 보장 및 거주 단체 중 하나입니다.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US) 직원들은 

입주자들에게 개인적 목표와 장기 안정성, 건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에는 각 입주자의 수요에 맞춘 개인 맞춤형 지원, 

일상생활 능력 훈련, 취업, 금융 계획, 건강한 삶과 웰빙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모리스 애비뉴 아파트(Morris Avenue Apartments)에 세금 공제 채권 1,3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이 채무 

원리금 상환에 930만 달러 지원하고, 1,590만 달러의 지분을 창출한 연방 저소득 주택세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s),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지원금 21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메디케이드 개혁팀(New York State Medicaid Redesign Team)이 58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OMH)은 또한 건물 내 지원 서비스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857,800 달러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는 융자 형식으로 7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ervices for the 

UnderServed)와 브롱크스 프로 그룹(Bronx Pro Group)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지원 주택 기업(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CSH)이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 전 자금을 제공했고, 체이스(Chase)가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했습니다.  

  

모리스 애비뉴 아파트(Morris Avenue Apartments)는 10만 가구 이상의 적정 가격 주택 

및 6,000가구의 지원 서비스 주택을 건설하고 보전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을 더 공급하고 

노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지사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주택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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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롱크스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39,0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창출 또는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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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브롱크스 지역에서 14,000채 이상의 저렴한 아파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39,0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모리스 애비뉴 

아파트(Morris Avenue Apartments)에 4,7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는 노숙 문제를 



 

 

줄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리스 애비뉴 아파트(Morris Avenue Apartments)의 지원 

주택 31가구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존엄성을 보존하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아파트 건물은 취약한 뉴욕 주민을 돕기 위한 

Cuomo 주지사님 공약 실천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정신보건국(OMH)에서 근무하는 

저희는 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 보존개발부(Ho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의 Louise Carr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우징 뉴욕(Housing New York)을 통해 

기록적인 속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저렴한 주택은 뉴욕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과거 노숙을 경험했던 31가구와 저소득층인 

63가구가 현재 저렴한 신축 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시에 더욱 

많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ervices for 

the Underserved), 브롱크스 프로(Bronx Pro), 주 및 지역 단위의 선출직에 근무하는 

우리의 파트너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브롱크스프로 그룹(BronxPro Group)의 Samantha Magistro 매니징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 프로(Bronx Pro)는 모리스 애비뉴(Morris Avenue) 2264 

프로젝트의 완공을 축하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거주건물은 높은 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여 다양성이 있는 건강한 브롱크스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미션을 진정으로 대표합니다. 모리스 애비뉴(Morris Avenue)는 또한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훌륭한 

개발을 추진하여 미래를 위한 중간 수준 및 저수준, 지원 주책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준비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US)의 Donna Colonna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리스 애비뉴(Morris Avenue) 2264는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경우 무엇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이제 청년과 성인, 

가족 94 가구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은 기회와 안전,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 기반입니다.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US)는 모리스 애비뉴(Morris Avenue) 

2264의 새로운 입주자분들을 환영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체이스(Chase)의 지역사회 개발 금융(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총괄 

디렉터인 Jane E. Silverm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지원 주택을 지원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애비뉴(Morris Avenue) 

2264는 브롱크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 산업체와 함께 

협력하고 지방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지원 주택 기업(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의 론 오리지네이션스(Loan 

Originations) 디렉터인 Jennifer Trepin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 

기업(CSH)이 모리스 애비뉴(Morris Avenue) 2264에 융자 형식으로 약 4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한 것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브롱크스 

지역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사례관리 및 

건강보험 등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브롱크스 프로 그룹(Bronx Pro Group)과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ervices for the Underserved)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과거 노숙 경험이 

있으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지원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264는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중간 소득층에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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