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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롱크스 소재 6,12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단지 개관 발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노숙자였던 주민을 위한 주택을 포함하여 아파트 170 가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의 트레 몬트 지역에서 170 가구의 저렴한 8 

층 건물 지원 주택인 6,120 만 달러 규모의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가 개발한 이 프로젝트로 지은 지원 주택 아파트는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노숙자였던 주민을 위한 90 가구, 브롱크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80 

가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롱크스에서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고, 우리 중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 일부가 해당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활동의 중요한 

전진입니다. 모든 주민이 당연히 안전하고 알맞으며 저렴한 주거지를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 단지의 완공으로 우리는 이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모든 이를 위해 보다 강하고 공정한 뉴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는 웹스터 애비뉴(Webster 

Avenue)의 코너인 411 이스트 178 번 스트리트(411 East 178th Street)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가을에 개관한, 주정부의 지원을 받은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가 개발한 저렴한 지원 주택 248 가구의 12 층 건물인 파크 

하우스(Park House)와 대형 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에는 두 건물을 연결하는 잘 가꾸어진 안뜰을 

비롯해서 지원 서비스 사무실, 커뮤니티 룸, 컴퓨터실,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200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을 보완합니다. 이 계획으로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포함하여 



 

 

112,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및 임대료 

안정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세금 면제 

채권 자금 조달 및 뉴욕주 메디케이드 재설계팀(New York State Medicaid Redesign 

Team)을 통해 보조금 대출의 형태로 프로젝트 기금 2,17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연방 세금 공제 배당액으로 2,540만 달러의 자기 자본을 

조성했습니다. 기타 기금 출처에는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의 기금 1,060만 달러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기금 25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뉴욕시 주택 보전 및 개발부(New 

York City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는 또한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에 98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스터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는 주민들이 스스로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숙 문제에 대처하는 Cuomo 주지사님의 

대책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신축 주택 170 가구를 대중 

교통과 일자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저희는 더욱 강력하고 

활기찬 브롱크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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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에 

포함된 지원 주택 90 가구는 정신 질환자와 과거에 노숙자였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Cuomo 주지사님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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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는 Cuomo 주지사님이 뉴욕주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 

해결책으로 주력하고 있는 수요가 많은 지원 주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주정부 및 

시정부 파트너들과 다시 한 번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에 대해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의 대표인 Brenda Rose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는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저렴한 지원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주민 가족을 도우면서 30년 가까이 

뉴욕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를 통해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이웃 일부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설계된 저렴한 아파트 400 가구 이상을 브롱크스에 제공하는 파크 하우스(Park 

House)와 웹스터 애비뉴(Webster Avenue) 단지를 개관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일은 

브롱크스와 뉴욕시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노동자 가정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과거에 노숙자였던 주민들이 브롱크스의 안전한 지원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입주자들이 성장해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이 프로젝트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관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 

주민 170 명이 집으로 여길 수 있는 주거지에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는 브롱크스에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훌륭한 프로젝트를 완공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Carmen E. Arroy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가 우리 이웃에 자리잡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안락함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주변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환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브롱크스 주민들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레몬트를 위해 이 개발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에 감사드립니다.” 

 

Victor Pich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스터 애비뉴 

레지던스(Webster Avenue Residence)는 브롱크스의 저렴한 지원 주택에 대한 긴급한 

수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저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흥분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우리 주정부 및 지방 정부 파트너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Ritchie Torres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개발 프로젝트로 

브롱크스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주민 가정과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번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주택 개발을 실현시키는 데 파트너로 힘을 실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내에 자리 잡게 된 이 새로운 주택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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