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100 퍼센트 적정 가격 주택 

건설을 위해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로 선정된 단체 발표, 

센트럴 브루클린에 4,000 가구의 주택을 짓기 위한 5억 7,8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제 2차 제안 요청서 공표  

  

발달 장애인, 위탁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성숙한 개인, 만성적인 노숙자 가족, 고령의 주민 

등을 위한 아파트를 확보한 2,700 가구 이상의 적정 가격 주택을 짓게 되는 제 1차 제안 

요청서(RFP)로 선정된 단체 4 곳  

  

4 월에 공표된 제 1차 제안 요청서(RFP)를 기반으로 한 제 2차 제안 요청서(RFP) 및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적정 가격 주택 4,000 가구 건설하기 위한 고령자 주택 계획(Senior 

Housing Plan)  

  

건실한 지역사회 기반의 기획 대책을 바탕으로, 중요한 녹지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건강한 식품, 교육, 경제적 권한 부여, 폭력 예방, 의료 서비스, 복원력 등을 제공하는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에 14억 달러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발달 장애인, 위탁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성숙한 개인, 만성적인 노숙자 가정 등을 위한 아파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2,700 개가 넘는 100 퍼센트 적정 가격의 주택을 짓기 위해 선정한 제안서 

4 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적정 가격 주택 4,000 가구를 

건설한다는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 프로젝트의 5억 

7,800만 달러 규모 공약의 실천을 촉진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 및 브루클린 재단의 건강 과학 센터(Health Science Center at 

Brooklyn Foundation)가 소유하고 주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일곱 구획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 2차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적정 가격 주택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를 공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 주택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만성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격차 그리고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천 

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는 이웃이 양질의 거주 장소를 확보하고, 

센트럴 브루클린의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양질의 적정 가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의 적정 가격 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우리는 

새로운 주택, 교육 프로그램, 건강식 식단, 폭력 예방, 기타 등등 현지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브루클린 

주민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에 주지사는 센트럴 브루클린의 활용도가 낮은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부동산에 건설될 예정인 뉴욕시 주택청 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1,000 가구의 적정 가격 아파트를 추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 주택 3,000 가구 건설로 이어지는 제안 요청서(RFP)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영양가 있는 식품을 더욱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의 만성적인 식품 불안정성 및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조치를 8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신선한 로컬 푸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 방식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모바일 시장, 노년층을 위한 식품 공급 불안정성 점검, 젊은이가 운영하는 

농민 직판장, 지역사회 정원, 식량 배급 허브 연구 등에 182만 5,000달러를 투자한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7월에 Cuomo 주지사는 8 곳의 지역사회 정원을 개보수 및 개조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기타 14 곳의 지역사회에 직수를 연결을 하는 데 31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사는 2019년 가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그는 자메이카 

베이를 따라 조성하는 407 에이커 규모의 새로운 공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공원은 

브루클린 출신으로 최초의 흑인 연방 하원의원인 Shirley Chisholm의 이름을 따라 

명명됩니다. 이에 앞서 주지사는 또한 주요 외래진료 장소와 연방 정부가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브루클린 기반의 의료 센터 여섯 곳과 맺은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32 개 센터로 구성된 외래진료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전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하고 전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6억 6,400만 달러 규모의 주지사 지원금에 

이어, 오늘 적정 가격 주택 제안 요청서(RFP)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1) 현재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여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의료 서비스 시설을 강화하고, (2) 양질의 서비스와 예방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전환하며, (3) 기존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8.17.18%20VB%20Maps.pd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xt-step-14-billion-vital-brooklyn-initiativ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ocations-expanded-services-and-partnerships-vital-brooklyns-210#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thumbnails/image/VB_Map.png#_blank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포함하여 32 개 현장의 외래 진료 

네트워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지역사회 개발 및 복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프로젝트를 2017년 봄에 

개시했습니다. 이 옵션을 평가하고, 하원의원 지역구들의 독특한 요구와 기회를 

고려하기 위해, 주지사는 센트럴 브루클린 출신의 각 뉴욕주 하원의원들에게 지역사회 

리더, 지역 전문가, 옹호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뉴욕주 상원의원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s)는 뉴욕주 자원을 

프로그램하고 지시하는 권한을 지역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주정부 기관들과의 집중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모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총 25 

차례의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약 100 명의 주요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지역사회 기반의 이 강력한 계획 활동을 통해 완전히 수립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은 상당히 더 높은 비율의 비만, 제 2형 당뇨병 및 고혈압, 건강한 

식품이나 신체 활동 기회에 대한 제한적 이용 가능성, 높은 비율의 폭력 및 범죄, 

실업부터 높은 빈곤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적 격차,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용 기회를 가지고 있는, 뉴욕주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적정 가격 주택 제안 요청서(RFP) 선정 단체  

  

• 에이펙스 빌딩 컴퍼니(Apex Building Company), L+M 디벨롭먼트 

파트너스(L+M Development Partners), 라이즈보로 커뮤니티 

파트너십(RiseBoro Community Partnership), 서비시스 포 더 

언더서브드(Services for the Underserved, SUS) 등이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이전의 

브루클린 개발 센터(Brooklyn Developmental Center)를 구입하여 

재개발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2,400 가구 이상의 

적정 가격 주택이 제공됩니다. 이전에 노숙자 및 노숙자 가족이었던 

입주자를 위한 약 207 가구,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약 185 가구, 

고령자를 위한 약 156 가구 등을 포함하여, 입주 가구 중 45 퍼센트의 

가구는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최대 50 퍼센트까지 

법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트 뉴욕에 12억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지역 중간 소득(AMI)의 80 퍼센트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에는 자메이카 베이 랜딩(Jamaica Bay Landing)의 건설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배정하기 위한 인력 개발 및 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개의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직업 훈련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에서 가장 길게 지속된 지역사회를 모델로 한 

‘블루 존스(blue zones)’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점이 늘어선 

메인 스트리트, 시민 광장, 정원 선형로, 주민을 위한 안뜰, 바닷가 숲의 신체단련 

루프, 생산 구역 등으로 구성된 11.3 에이커 규모의 공공 녹지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역사가 오래된 브루클린 비영리 단체인 캠바(CAMBA)는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터페이스 브로드웨이 C 부지(Interfaith Broadway: Site C)”를 개발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캠바(CAMBA)는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가 소유하고 있는 C 부지(Site C)에 다양한 소득 수준에 적합하고, 

고령자 및 만성적인 노숙자 가족에게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57 가구의 

적정 가격 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C 부지(Site C)의 개발로 24 시간 보안 체제, 자전거 보관 장소, 커뮤니티 룸 및 

피트니스 룸,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친환경 그린 빌딩(Green Building) 그리고 

옥상의 태양광 패널, 차양이 달린 주차 공간 등과 같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인근 건물에 위치한 지역사회 

시설 별관(Community Facility Annex)은 주민들에게 인력 개발 훈련 

센터(workforce development training center), 건강에 좋은 식품을 위해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산물 전달 장소, 고령의 주민을 위한 네이버스 

투게더(Neighbors Together)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캠바(CAMBA)는 금융 지식 교육, 취업 준비, 건강한 생활, 약물 남용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 서비스 계획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영화의 밤, 예술 및 공예 등과 더불어 고령의 성적 소수자(LGBT Elders)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바이탈 브룩데일 유한책임회사(Vital Brookdale, LLC)와 MDG 디자인 + 

컨스트럭션(MDG Design + Construction) 및 스미스 앤 헨지 자문 

그룹(Smith & Henzy Advisory Group) 및 파운들링 그룹(Foundling 

Group)의 조인트 벤처 회사 등이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4 곳의 부지 중 한 곳을 개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바이탈 브룩데일 유한책임회사(Vital Brookdale, LLC)는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가 소유한 부지에서 “브룩데일 

병원: B 부지(Brookdale Hospital: Site B)”를 개조합니다. 다양한 소득 



 

 

수준의 적정 가격 아파트 152 가구를 짓고, 발달 장애인, 위탁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성숙한 개인을 위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 부지(Site B)는 브룩데일 메디컬 센터(Brookdale Medical Center) 맞은 편에 

위치한 4만 평방 피트 규모의 부지에 있으며, 4 층 연립 주택 및 히그먼 

애비뉴(Hegeman Avenue)의 20 층 건물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개발로 아파트 

152 가구 내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 주민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위탁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성숙한 주민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식사 계획 및 영양, 사회화 지원, 컴퓨터 사용 훈련, 기타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컴퓨터실, 극장, 요리 강습을 위한 부엌, 오락실, 커뮤니티 룸 

등이 갖추어집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지원 농업에 대한 접근 및 온실, 

보육/탁아소 시설 및/또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센터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업 및 지역사회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센트럴 플라자, 지역사회 정원, 야외 

좌석, 놀이터 등이 있는 2 층 테라스와 7 층 옥상 전망 테라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옥상의 전체 표면에는 환경적 이익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전기를 현장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됩니다.  

  

• 단체 연합(Federation of Organizations)은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네 곳의 부지 중 한 곳을 

개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및 뉴욕시에서 의료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 복지 기관인 이 

비영리 단체는 “인터페이스 허키머: A 부지(Interfaith Herkimer: Site A)”로 

알려진 인터페이스 메디컬 센터(Interfaith Medical Center)에서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21,000 평방 피트 규모의 부지에 119 가구의 적정 가격 

주택을 짓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현장 지원 서비스 대상자인 노쇠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포함된 노인을 위한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층 공간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 복지사, 사례 관리자,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2 층 테라스에는 좌석이 갖추어질 예정이며, 운동 수업이 

제공됩니다. 7 층의 다른 테라스에서는 도시 농장이 운영됩니다. 이 건물은 

패시브 하우스 표준(Passive House Standard)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태양열 

가리개와 친환경 지붕이 설치됩니다.  

  

제 2차 적정 가격 주택 제안 요청서(RFP)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uncils)들과의 상담 및 조정을 거쳐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적정 가격 주택 

4,000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의 5억 7,800만 달러 규모의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제 2차 센트럴 브루클린 적정 가격 주택 프로젝트(central Brooklyn affordable 



 

 

housing initiative)에서 7 곳의 추가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부지에 대한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를 발표 중입니다.  

  

오늘 발표된 제안 요청서(RFP)가 적용되는 주택 단지는 원 브루클린 헬스(One Brooklyn 

Health)의 부지 6 곳 및 브루클린 재단의 헬스 사이언스 센터(Health Science Center at 

Brooklyn Foundation) 계열의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SUNY 

Downstate Medical Center)가 소유한 또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주정부 및 병원이 

통제하는 부지에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장소에서 새로운 외래 진료 센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중 32 곳은 주정부가 이전에 설명한 대로 6억 6,4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서비스 전환 투자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제안서가 소매 및 또는 지역사회 시설, 환경 친화적인 

건물 관행, 공공 녹지 및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로 경관 등과 같은 

공공 장소와 건강 및 복지 지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요소도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E, F, G, H, I 부지에 대한 제안서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J, K, L 부지에 대한 제안서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메디컬 센터 주식회사(Interfaith Medical Center, Inc.)의 LaRay Brown 

최고 경영자 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의 주택에 입주하는 일과 건강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 브루클린 헬스 시스템 주식회사(One Brooklyn 

Health System, Inc.)는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Yvette D. Clark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적정 가격 주택 제안 

요청서(RFP)는 우리 주민을 위해 더 나은 브루클린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활동에서 

맞이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당연히 양질의 안전한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RFP)가 선정된 이 단체들은 센트럴 브루클린의 취약한 

주민을 엄청나게 도울 수 있는 절실하게 필요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Cuomo 주지사님, 우리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모든 

리더들께 감사드립니다.”  

  

Roxanne Persau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우리 자치구에 전례가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브루클린 주민 수천 명에게 집으로 여길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전 지역을 계속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artin Malave Dil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자신의 행정부를 구성한 첫날부터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주민을 위해 

http://www.nyshcr.org/Funding/VitalBrooklyn/#_blank
http://www.nyshcr.org/Funding/VitalBrooklyn/#_blank


 

 

분투해왔습니다. 오늘의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브루클린 주민에게 

적정 가격 주택의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해오신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Walter T. Mosle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을 통해, 우리는 브루클린 주민이 적정 

가격의 안전한 주택에 동등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주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정 가격 주택을 당연히 제공해야 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브루클린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실천해 주신 행정부와 제 동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Tremaine W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당연히 

적정 가격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브루클린 전체 지역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적정 가격의 노인 아파트는 우리 주민들이 집으로 여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경제 발전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과 

브루클린에서 지속적으로 공약을 실천해 오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Latrice Wal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민을 위해 센트럴 브루클린을 상당히 변화시킨 Cuomo 

주지사님과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놀이터 및 녹지 공간에서 외래 

진료와 주택에 이르기까지,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시기에 처한 주민을 

돕고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지역사회에서 재기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주택 단지는 브루클린이 거둔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Diana Richard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의 강력한 옹호자로서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훌륭한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주택은 브루클린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브루클린 주민을 위한 

주택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N.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이 적정 

가격 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합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과 

이 적정 가격 주택 제안 요청서(RFP)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한 적정 가격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비전을 갖춘 Cuomo 주지사님의 노력 덕분에, 

브루클린은 계속 성장하고 번영해 갈 것입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Alicka Ampry-Samuel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으로 인해 너무나 오랫동안 센트럴 브루클린 지역사회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우리 주민에게 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에서 최종적으로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집으로 여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 주신 Cuomo 주지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Robert Cornegy Jr.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프로그램(Vital Brooklyn initiative)은 우리 자치구에서 

계속 전례가 없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지원 주택은 모든 주민을 위해 더 

나은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 주택 해결책의 영향이 이 

지역사회의 주민 가족 수천 가구의 삶에 미치게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재기하려고 노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치구 전체의 브루클린 주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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