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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버펄로의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 두 곳의 

대규모 리노베이션 발표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 및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 재개발에 2,500만 달러 투입  

  

투자는 고령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주택을 보존하는 뉴욕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 

및 연령 친화적인 주(Health across All Policies and Age-Friendly State)' 라는 계획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500만 달러가 투입된버펄로의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 리노베이션 및 보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210개의 저렴한 주택을 비롯해 사회 복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주택 재고를 

개선하고 모든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도시의 

부활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는 버펄로의 

노인들에게 건강, 보안 및 마음의 평화에 모든 차이를 만들 수있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가정이라는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 전역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의 리노베이션 및 보존은 버펄로에 더 많은 주택 옵션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필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렴한 지원 주택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노인들이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의 재개발에 대한 주지사의 투자에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 일환으로, 주지사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주택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적정 가격의 주택 100,000채 이상, 지원 

서비스형 주택 6,000채를 짓고 보존하여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노숙을 없애기 위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은 뉴욕주 서부 

지역에 4,400개가 넘는 저렴한 주택과 아파트를 만들거나 보존하기 위해 7억 6,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버펄로 시내에 약 5,800명을 수용하기 위해 약 2억 2,400만 

달러를 투자한 사업도 이러한 투자의 일환입니다.  

  

1978년에 지어진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는 100개의 

원 베드룸 아파트가 있는 11층 건물입니다.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는 1979년에 지어졌으며, 원 베드룸 아파트 100가구가 있는 12 층 

건물입니다. 두 건물은 연방 섹션 202(Section 202) 프로그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뉴욕주의 투자금은 매입 및 개보수에 

자금을 지원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의 계약을 통해 연방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주택 지원금(project-based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Payments)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현재 및 미래 

세입자들이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아파트는 최소 가족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거나 연령에 상관없이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으며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um Income)의 60퍼센트 이하인 가정을 위해 따로 배정합니다.  

  

건물 리노베이션에는 지붕 교체, 업데이트 된 엘리베이터 서비스, 조경 개선, 향상된 

보안 조치, 새로운 로비 및 커뮤니티 룸 마감이 포함되었습니다. 개별 아파트 개선 

작업에는 새로운 바닥 및 조명, 업데이트 된 주방 및 욕실 용품, 페인트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수리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 진행 및 완료되었습니다.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는 나이아가라 강 워터프론트의 허텔 

애비뉴 8번가에 위치하며, 나이아가라 쓰루웨이(Niagara Thruway(인터스테이트 

190(Interstate 190))) 동쪽의 토우 패스 파크(Tow Path Park)에 인접합니다. 건물 

근처에는 여러 공공 버스 노선이 운행합니다. 벡 스트리트 100번가에 위치한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는 브로드웨이/필모어 지역의 다운타운 

버펄로 동쪽입니다.. 여러 개의 공공 버스 노선은 건물의 서쪽과 남쪽에 정류장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는 MDG 디자인 + 건설(MDG Design + Construction, LLC, MDG), 스미스 앤 

헨지 자문 그룹(Smith & Henzy Advisory Group, Inc.), KMX 그룹(KMX Group)입니다.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의 세입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은 피플(People Inc.)이 제공하며, 주민들은 금융 안정, 사회 연결,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지원받습니다. 현장 

서비스에는 혜택 및 자격 획득 지원, 지역 사회 지원 프로그램 추천, 교육, 필요성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 거주자는 또한 공공 혜택을 위한 인증 획득을 비롯해 그들에게 맞는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적저한 기관의 추천을 받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영구 공제 

채권으로 750만 달러, 연방 및 주정부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s)에서 출자되는 780만 달러, 추가 보조금 76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의 210명의 고령자 및 장애인 거주자는 

이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 개조된 건물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뉴욕을 최초의 연령 친화적 주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Cuomo 

주지사의 야심찬 주택 계획 완성에 대한 노력은 사회 전반에서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버펄로 같은 도시에 투자할 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버펄로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으로 유지한다면 주택 비용을 늘리지 않고도 거주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연령 친화적 주(Age-Friendly 

State) 및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Health Across All Policies) 이니셔티브는 나이든 

뉴욕 주민들이 친구, 가족 및 봉사와 가까운 지역사회에 머물며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 사회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투자는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의 노령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의 필수 

자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최초의 연령 친화적 주(first age-friendly 

state in the nation)를 만들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개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버펄로의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료의식이라는 감각을 유지합니다. 저는 뉴욕주가 노인의 삶을 우선과제로 삼아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designated-first-age-friendly-state-nation-aarp-and-worl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designated-first-age-friendly-state-nation-aarp-and-world


 

 

자원을 투자하여 이 아파트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안전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은 공감하며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초석입니다. 2,500만 달러 규모의리버뷰 매너(Riverview Manor)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 리노베이션 공사는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도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obin Schimming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140 하원 지역구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번째 의회 지구의 일환으로 버펄로 시의 나이아가라 강이 내려다 

보이는 허텔 애비뉴 기슭에 위치한 리버뷰 매너 아파트(Riverview Manor Apartments)가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장기적으로 그 활력을 유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귀중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이곳에서는 거주자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귀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바뀌지 

않고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특히 기뻤습니다."  

  

Marc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은 우리 

지역 고령자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리버뷰 매너(Riverview Manor)와 슈타트니스키 

가든스(Stadnitski Gardens)에 대한 투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아름답고 

업그레이드된 저렴한 아파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건물과 부지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곳에 사는 2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위한 커다란 성공입니다. 이제 

거주민들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Byron W.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은퇴자 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이 지정한 '연령 친화적 도시(Age-Friendly 

City)'의 시장으로서, 에서저는 버펄로 저렴한 시니어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27 퍼센트가 55세 이상이고 이러한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자의 현재와 미래의 주택 수요를 해결해야 합니다.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마친 이 210 가구의 아파트는 많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개선된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MDG 디자인 + 건설(MDG Design + Construction)의 Michael T. Rooney, 

Jr.프린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지역사회에 중요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리버뷰 매너(Riverview Manor)와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 가든스(Piotr Stadnitski 

Gardens)의 완공을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업스테이트 지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스미스 앤 헨지(Smith & Henzy), KMX 등 놀라운 

파트너들에게 우리와 열정을 공유하고 버펄로에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제공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 공간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는 거주자가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양질의 주택을 보장합니다."  

  

스미스 앤 헨지 자운 그룹(Smith & Henzy Advisory Group)의 프린시플이자 소유주인 

Tim Henz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앤 헨지(Smith & Henzy) 는 버펄로의 특별한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버펄로 시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HCR)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파트너사의 

직원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피플(People Inc.)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Rhonda Frederi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오트르 슈타트니스키(Piotr Stadnitski) '가족'의 고령자들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엠 앤 피에스지 

디벨로퍼 유한회사(RM & PSG Developer LLC)가 이 흥미로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제안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주민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뛰어난 품질의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 및 연령 친화적인 주(Health Across All Policies and Age-

Friendly State) 계획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Health Across All Policies)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보건 관련 고려사항을 모든 부문의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협력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가장 큰 보건 관련 난제는 복합적이며 종종 다른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헬스케어와 전통적 공중 보건 활동의 범위 밖으로 확장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합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보건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 개선 전략은 주로 

주택, 교통, 교육, 환경, 공원, 경제 개발과 같이 보건과 관련이 없는 파트너들의 

책임하에 있는 보건 결정 요인과 기타 복잡한 요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계획은 연령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정책을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뉴욕주의 기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동안 모든 인구 계층과 

사람들이 사는 환경의 필요사항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모든 

뉴욕주의 기관을 협력적인 접근법에 참여시켜 보건 증진 및 건강한 노화 정책을 모든 

기관 내의 의사 결정 중점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DG 디자인 + 건설(MDG Design + Construction, LLC) 소개  

MDG 디자인 + 건설(MDG Design + Construction, MDG)은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개발, 건설 및 관리하는 선도적 인 부동산 회사입니다. MDG는 뉴욕, 뉴저지 및 

플로리다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 건물의 적절한 리노베이션 및 신규 건설을 전문으로 

하며 입주 상태에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분야에서 업계의 선두 주자입니다. 약 30년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prevention_agenda/health_across_all_policies/#_blank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prevention_agenda/health_across_all_policies/#_blank


 

 

동안, 우리의 실무적 접근 방식과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철학은 개발업자, 임차인 단체, 

지역사회 단체, 직원들과의 효과적인 협업을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MDG는 17,500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거나 보존했으며 17억 달러 이상의 건설 및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mdgn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미스 앤 헨지 자문 그룹(Smith & Henzy Advisory Group, Inc.) 소개  

스미스 앤 헨지(Smith & Henzy)는 Darren Smith와 Tim Henzy가 부티크 자문 회사로 

설립했으며, 비영리 단체와 비영리 개발자들이 저렴한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구현 및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은 함께 합리적 가격의 주택 및 

금융 산업에서 3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시카고,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DC에서 자문, 자금 조달 및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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