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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로체스터 내 두 곳의 저렴한 주택 개발 보존 발표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와 E.L. 타워(E.L. Tower) 복구는 529개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보호하고 업그레이드할 예정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로체스터 내 저렴한 주택 개발 두 곳의 복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의 1억 1,800만 달러 규모 복구 

시작과 E.L. 타워(E.L Tower)의 2,500만 달러 규모 복구 완료입니다. 이 두 가지 개발에 

대한 복구 작업은 529개 가구를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여 향후 수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건의 개발은 뉴욕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와 E.L 타워(E.L. Tower)의 복구는 다운타운 로체스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지원하고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내 두 곳의 저렴한 주택 개발 

복구는 저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택에 대한 주 전체의 투자에 기초합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와 E.L. 타워(E.L. Tower)의 복구는 

거주민들에게 500가구 이상의 저렴하고 현대화된 주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주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및 주 전역의 미래를 위해 주변 지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의 포괄적인 청사진으로, 탄탄한 경제 성장 및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합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와 E.L 타워(E.L. Tower)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보존함으로써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2011년부터 로체스터 지역의 2,400가구 이상을 포함하여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약 6,700채의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조성하거나 보존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는 1974년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436 이스트 

브로드 스트리트(436 East Broad Street)에 250채의 아파트가 있는 17층 건물과 16 

사바나 스트리트(16 Savannah Street)에 126채의 아파트가 있는 8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바나 스트리트(Savannah Street)에 있는 

40개의 오래된 타운홈은 철거되고 이후 단계에서 재건될 것입니다. 개발사는 

유한책임회사 코니퍼 부동산 (Conifer Realty, LLC)입니다.  

  

모든 아파트는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60%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267채의 아파트는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실증 2(RAD2)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원 주택 지원 지불(Project Based Rental Assistance Housing Assistance Payment) 

계약이 적용됩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 내부 수리에는 모든 아파트의 주방 캐비닛, 

카운터, 배관 및 조명기구 교체가 포함됩니다. 문 교체, 석면 함유 및 납 페인트 함유 

마감재의 제거를 포함한 석고 마감재의 수리 또는 교체, 새로운 전기 베이스보드 방열기 

및 벽면 에어컨 장치, 공용 구역의 새로운 조명 및 보안 카메라,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온수 시스템 교체도 포함됩니다. 외부 보수에는 지붕과 창 교체, 새로운 입구 

차양, 콘크리트 수리 및 청소와 새로운 시설 조경이 포함됩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는 2013년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로 

이전된 35개의 낡은 미첼-라마(Mitchell-Lama)를 복구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10억 

달러 규모 하우스 뉴욕(House NY)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자금이 들어갔으며, 중간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주 정부는 장기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 

정부가 후원하는 모든 미첼-라마 프로젝트(Mitchell-Lama project)를 다시 재정 지원하고 

재건하며 유지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1년 이래로 20,000개 이상의 

미첼-라마(Mitchell-Lama) 아파트가 안전한 양질의 주택으로 복구되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영구 공제 채권으로 1,330만 달러, 연방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s)에서 출자되는 3,310만 달러, 추가 

보조금 3,1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로체스터시는 주택 및 현금 자본(HOME and Cash 

Capital) 펀드에 14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기존 

부채에 약 3,070만 달러를 재융자했습니다.  

  



 

 

E.L. 타워(E.L. Tower)  

E.L. 타워(E.L. Tower)는 이전에 사우스뷰 타워스(Southview Towers)로 알려졌으며 

1973년에 미첼-라마(Mitchell-Lama) 저렴한 주택 개발로 지어졌으며 이후 연방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500 

사우스 애비뉴(500 South Avenue)에 위치한 17층 건물에는 침실이 하나인 아파트가 

193채 있습니다. 개발업체는 랜드맨 개발(Landsman Development)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60%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76채의 아파트는 로체스터 주택관리청(Rochester Housing Authority)과의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불(Project Based Housing Assistance Payment) 계약이 

적용됩니다. 41채의 아파트는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50% 이하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람 중심 주택 옵션 주식회사(Person Centered Housing 

Options, Inc., PCHO)에 의해 언급된 노숙자 출신 주민들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이 

주택들은 현재의 빈 주택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채워질 예정입니다. 사람 중심 주택 

옵션 주식회사(PCHO)는 모든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L. 타워(E.L. Tower)의 개조에는 건물의 배관 시스템 교체, 각 층에 새 엘리베이터 및 새 

보안 카메라 설치, 지역사회 공간 개조 및 지역사회 공간 주방 업그레이드, 세탁실의 새 

세탁기와 건조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개별 아파트 개선 사항에는 새로운 주방용품, 

카운터, 캐비닛 및 타일 바닥, 새로운 욕실 설비 및 세라믹 타일 바닥, 새로운 문이 

포함되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영구 공제 채권으로 400만 달러, 연방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s)에서 출자되는 860만 달러, 추가 

보조금 97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로체스터시는 홈 펀드(HOME funds)에서 65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와 E.L. 타워(E.L. Tower)의 보존은 500가구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더 안전하고 현대적인 주택을 제공합니다. 로체스터의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모든 주민이 이러한 활성화 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기회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우리는 로체스터의 

주변 지역을 개선하고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oseph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득이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안전한 주택에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저렴한 주택은 항상 수요가 높으며,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와 E.L. 



 

 

타워(E.L. Tower)는 로체스터 주택 시장과 새로운 주택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David Gant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발은 로체스터의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오늘 발표된 복구 조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을 향상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heryl Dinolfo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로 카운티는 빈곤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 개발자, 

지원자들이 먼로 카운티의 가정들을 더 튼튼히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사회의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제공할 기회를 

기대합니다."  

  

Lovely Warren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고 저렴한 

주택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이며, 우리는 뉴욕주와 지역 개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로체스터 주민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로체스터에 투자해주시고 더 많은 일자리,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발전시켜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 랜드맨 

개발사(Landsman Development Corp.)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코니퍼 부동산(Conifer Realty)에 감사드립니다."  

  

코니퍼 부동산(Conifer Realty)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Timothy Fourni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니퍼(Conifer)는 로체스터 지역사회 일원이 되어 자랑스러우며, 현재 

네이버후드 어브 플레이(Neighborhood of Play)의 활성화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의 복구, 현대화 및 재배치 노력을 이끌 기회를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저희 팀은 연방, 주, 시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부동산을 활기찬 최첨단의 아파트 지역사회로 바꾸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사우스이스트 타워스(Southeast Towers)는 

로체스터 전역 최고의 아파트 지역사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수백 명의 주민을 위한 

"가능성을 위한 집(A HOME for Possibilities)"을 만들 것입니다."  

  

랜드맨 개발사(Landsman Development Corp)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James Gof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뷰 타워스(Southview Towers)는 이제 Elliott Landsman을 

기념하여 새로 명명되었으며, Elliott과 랜드맨 개발사(Landsman Development Corp.)가 

1973년에 투자한 최초의 주거 지역사회입니다. 우리는 주와 도시가 업그레이드된 

지역사회 공간, 개선된 전체 보안, 안락하고 더 안전한 주요 입구 및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아파트와 함께 현대적인 주거 건물로 복원할 것을 합의하여 기쁩니다. 이제 이 건물은 

발전하는 사우스 웨지(South Wedge) 지역에 더 걸맞게 됩니다. 이 건물은 매우 특별한 



 

 

곳이며 E.L. 타워(E.L. Tower)가 이제 우리 거주자, 이웃 및 도시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개조되어 기쁩니다."  

  

사람 중심 주택 옵션 주식회사(PCHO)의 사장, 최고경영자 겸 공동 창립자인 Nicholas 

Coul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L. 타워(E.L. Tower)에 시행된 멋진 보수 공사와 함께 

랜드맨(Landsman)은 사람 중심 주택 옵션(Person Centered Housing Options) 및 

프로비던스 주택 개발사(Providence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와 파트너십을 

맺어 하우징 퍼스트 모델(Housing First Model)을 이용해 사람 중심 주택 옵션 

주식회사(PCHO) 주민들에게 현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의료 및 돌봄 관리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은 주민과 주택 제공자가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특별한 

기회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의 촉진  

  

오늘 발표된 내용은 견고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충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61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의 실업률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는 낮고, 사업체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같은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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