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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버니에서 2,68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인 

아이다 야브로(IDA YARBROUGH) 완공 발표  

  

2기프로젝트에 따라 아버 힐 지역에 현대적 주택 76가구 공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680만 달러 규모의 아이다 야브로 홈즈 재개발(Ida 

Yarbrough Homes Redevelopment) 이니셔티브의 2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정을 위한 아파트 76가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80 노스(280 North)로 알려진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노후된 

아이다 야브로(Ida Yarbrough) 공공 주택 단지의 일부를 철거하여 가족을 위한 현대적인 

저렴한 주택으로 대체하고 아버 힐 지역의 활성화를 지속저긍로 추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와 아버 힐 지역이 부흥을 계속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이러한 재생 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저렴한 신규 아파트의 추가 공급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더 활기차며 

경제적으로 다양한 다운타운 올버니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에서 아이다 야브로 홈즈 

재개발(Ida Yarbrough Homes Redevelopment)으로 인해 아버 힐 지역은 커다란 신장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현대적인 주거 시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의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여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추가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투자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을 추가 및 보존할 수 있는 200억 달러 규모의 5년제 주택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이다 야브로 홈즈 재개발(Ida Yarbrough Homes Redevelopment)은 전례 없는 수준인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합리적 가격의 주택 10만 개 이상과 6,000개의 지원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5개년 계획을 통해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주지사 약속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을 비롯해 

주거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고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주도 지역에 4,700개 이상의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조성하거나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올버니 시에 1,900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0 노스(280 North) 프로젝트에는 노스 펄 스트리트와 라크 드라이브에 위치한 두 개의 

건물이 포함됩니다. 한 건물은 62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7층 건물이고, 다른 한 개는 10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3층 건물입니다. 이 단지에는 또한 라크 스트리트 531에 위치한 두 

개의 듀플렉스가 포함됩니다. 노숙자 가족을 위해 12 가구가 배정되었으며, 추가 

12가구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각 또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배정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 2, 3, 4, 5 베드룸 아파트 있어,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개발은 엔터프라이즈 그린 커뮤니티(Enterprise Green 

Communities)와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표준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재활용 

재료로 만든 커뮤니티 정원과 놀이터 등 충분한 녹지 공간을 자랑합니다. 280 노스(280 

North) 임차인을 위한 편의 시설 중에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 있으며 대중교통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은 주도 지구 의료인 건강 계획(Capital District 

Physicians' Health Plan, CDPHP)을 통해 유산소 운동 기구와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구내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아이다 야브로 홈즈(Ida Yarbrough Homes)는 1970 년대에 지어졌으며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 AHA)이 관리했습니다. 기존 건물과 필요없는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올버니 주택관리국(AHA)는 더 많은 가구를 건설하고 녹지 공간 및 

여가 목적 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이곳을 재구성했습니다.  

  

4기에 걸쳐 완공된다면, 335 가구의아파트가 만들어지며, 최대 6~8개의 가족 주택 

소유의 기회가 포함됩니다. 3기는 최근 Cuomo 주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200,000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아이다 야브로 홈즈(Ida Yarbrough Homes)에 최대 10개의 

새로운 개인 소유 주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다 야브로(Ida Yarbrough)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는 셰리든 할로우 빌리지(Sheridan 

Hollow Village)와 아카데미 로프트(Academy Lofts) 등 아버 힐에 대한 도시의 전략적 

계획을 뒷받침하는 개발을 지원합니다. 전략적 개획은, 빈 구조물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며, 주거 선택지와 삶의 질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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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ow-Income Housing Credits)가 포함되어, 1,800만 

달러의 자본과 추가 200만 달러의 보조금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transformational-projects-albanys-clinton-square-part-10-million-awar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mpletion-academy-lofts-project-arbor-hill-0


 

 

갱생부(HCR) 기금은 키 뱅크(Key Bank)로부터 320만 달러,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으로부터 110만 달러, 지역 이니셔티브 지원공사(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LISC)의 주택 안정환 기금(Housing Stabilization Fund)과 올버니 

시의 추가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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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그저 놀랍습니다. 3년이라는 짦은 기간 내에, 만에 새로 떠오르는 아버 힐 지역을 지원 및 

개선하기 위해 160가구 이상의 새로운 아파트 공급했습니다. 또한 저렴한 주택이 

다양성, 기회 및 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Cuomo 주지사의 신념에 따라, 280 노스(280 

North)는 대가족을 위해 매우 저렵하고 유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저렴한 주택 개발 사업은 더 

올버니의 성장하는 아버 스퀘어 지역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와 함께, 충분한 녹지 공간, 커뮤니티 정원 및 인근의 수많은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가족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 박수를 보냅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아버 스퀘어 

인근에 280 노스(280 North)의 저렴한 주택 개발이 완공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및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올버니는 

도시 전역의 거주자들에게 저렴한 주거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공공 기금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노후된 공공 주택을 

주민을위한 새롭고 저렴한 주택으로 교체하려는 헌신을 보여준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새로운 주택 개발 사업은 

새로운 정원과 놀이터로 아버 스퀘어 지역의 지역사회 의식을 육성하고 주민들에게 

현대적이고 저렴한 생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버니 시의 Kathy Sheeha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은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이다 야브로 홈즈(Ida Yarbrough Homes) 

재개발 이니셔티브 2기의 완공에 따라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인 개인과 가족에게 

최첨단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수도에서 저렴한 주택을 강화하려는 헌신을 

보여준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과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의 Steve Longo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은 작년에 1단계를 완료한 

아이다 야브로(Ida Yarbrough)의 재개발을 계속하여, 2기인 멋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280 노스(280 North) 건물의 새 주민에게 아파트의 키를 넘겨주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업자로 지정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민간 부문, 올버니 시, 뉴욕주 및 연방 기관의 많은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더 프록터스 콜라보레이티브(The Proctors 

Collaborative), 올버니 증류소(Albany Distillery) 및 데스 위시 커피(Death Wish Coffee)의 

최근 여러 지역 투자 및 개발과 함께 재개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년간의 아버 힐 지역 계획(Arbor Hill Neighborhood Plan)의 

일환으로 3기와 4기를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저렴한 주택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for Affordable Housing)의 

Jolie Milstei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80 노스(280 North)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올버니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 기회를 확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개발은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배정을 포함해 저소득 가정을위한 혼합 소득 주택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과 Cuomo 주지사가 

함께 협력하여 저렴한 주택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며, 이 

파트너십은 국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주 전역의 프로젝트 모델이 될 

것입니다."  

  

더 프록터스 콜라보레이티브(The Proctors Collaborative)의 Philip Morri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은 수년 

동안 아이다 야브로(Ida Yarbrough) 주택 및 지역의 개발을 우선 순위로 여겨 왔습니다. 

수백개의 시장 가격 수준의 저렴한 주택 옵션, 올버니 증류소(Albany Distilling) 및 데스 

위시 커피(Death Wish coffee)와 같은 새로운 관광 명소, 캐피탈 레퍼토리 극장(Capital 

Repertory Theatre)의 새로운 복합단지로 인해 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런처럼 보이네요!"  

  

주도 지역 의료인 건강 계획(Capital District Physicians' Health Plan)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John D. Benn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설립한 주도 지역 

의료인 건강 계획(CDPHP)은 체력이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역할을 이해합니다. 

저희는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과 파트너십을 맺고 280 노스(280 

North) 내에 위치한 최신 피트니스 커넥트(Fitness Connect)의 오픈하여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키뱅크(KeyBank)의 Ruth Mahoney 주도 지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서 사람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키뱅크(KeyBank)가의 

커뮤니티 개발 대출에 집중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택과 올버니 주택관리국(AHA)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자원을 통해 올버니 주택관리국(AHA)는 우리 지역의 저렴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키뱅크(KeyBank)는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다 야브로 홈즈 재개발(Ida Yarbrough Homes Redevelopment) 1기 공사는 2017년 

완공되었으며 61개의 타운홈과 정원 아파트가 있는 11개의 신축 건물이 

포함되었습니다. 노스 펄 스트리트 270에 위치한 이 단지는 2 베드룸 주택 17개, 3 

베드룸 주택 22개, 4 베드룸 주택 19개, 5 베드룸 주택 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10개의 

가구는 과거 노숙 경력이 있는 가족을 위해 따로 배정되었습니다. 1기 건설은 2016년 7 

월에 시작되었고, 아이다 야브로 홈즈(Ida Yarbrough Homes)의 저층 건물 다섯 개를 

철거했습니다. 참여. 모든 새 주택에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 소개  

1948년에 설립된 이래 올버니 주택관리국(Albany Hosing Authority)은 주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오늘날 

당국은 단순한 주택 그 이상을 통해 가족에게 성공적인 삶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소유, 고용 및 소상공업 기회를 통해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투자를 고무시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자신이 선택한대로 

바꾸려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 있는 파트너입니다. www.albanyhousing.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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