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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시서로 소재 1,28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개발 완료 발표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50가구의 주택을 제공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ew York Rising)'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논다가 카운티 소재 시서로 타운에서 1,280만 

달러가 투자된 저렴한 지원주택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55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50가구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아파트에는 발달 장애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식회사 CDS 주택(CDS Housing, Inc.)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와 주 전역의 

유사한 발전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고령자 및 지원 

주택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센트럴 뉴욕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가족과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은 주 정부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과 6천 가구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존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노숙자 문제와 

싸울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센트럴 뉴욕 지역에 2억 3,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약 8,0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위해 

약 3,500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새로 건설된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택 50가구 중 5가구는 신체장애가 있는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가구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쇼핑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센트로(Centro) 버스 노선 근처에 있습니다.  

  

이 단지는 엘리베이터, 각 층의 세탁실, 라운지, 피트니스 룸, 컴퓨터 스테이션 및 개별 

저장 공간을 포함합니다.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는 창문 및 문과 같이 에너지 스타(Energy 

Star) 등급입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저층 주택 신규 건설 

프로그램(Low-Rise New Construction Program)에 참여합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60% 이하인 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CDS 주택(CDS Housing)은 카유가 센터(Cayuga Center)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이 지원하는 10채의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현장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조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를 위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기금은 연방 

저소득 주택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s)를 통해 780만 달러의 자본을 

활용하고 주택 신탁 기금(Housing Trust Fund)을 통해 340만 달러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 사무국(OPWDD)이 180만 달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이 

5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CDS 울프 재단(CDS Wolf Foundation)은 75,00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에 대한 주 정부의 투자는 노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보존함으로써 주지사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Health Across All Policies) 및 연령 

친화적인 주(Age-Friendly State)" 이니셔티브 또한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의 보건 및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 결정 전 과정에 보건에 대한 고려를 

추가한 협력적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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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에 대한 투자는 센트럴 뉴욕 및 주 전역의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주지사의 헌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시서로의 

미래에 대한 신뢰와 센트럴 뉴욕 성장을 유지하는 활성화 노력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50가구의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편안한 

주택을 제공하여 이러한 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파트너십을 맺은 CDS 주택(CDS 

Housing)과 뉴욕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다른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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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장애인 사무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커미셔너인 

의학박사 겸 이학석사 Theodore Kast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와 같은 프로젝트는 통합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달 장애인 

사무국(OPWDD)은 이 벤처에서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및 기타 자금 제공자와 다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뉴욕주의 거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Alicia Barton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깨끗하고 저렴하며 건강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 

조치가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ew York Rising)은 청정에너지를 

통합하고 유해한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수년 동안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사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우리가 뉴욕 전역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필요한 유형의 프로젝트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우리 주 전역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지역구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뉴욕주가 지역사회에 이러한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lbert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고령화된 

가족들과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생활 

공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의 계부로서 저는 특히 시서로 타운의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에 1,280만 달러를 투자한 것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주지사,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및 발달 장애인 

사무국(OPWDD)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롭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집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사회에 머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센트럴 

뉴욕의 경제 및 발전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Ryan McMahon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저렴하고 수용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노력에서 센트럴 뉴욕을 위한 절차의 꾸준한 파트너가 되어 주신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의원인 Tim Burt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넘게 노력한 끝에 스프링 

빌리지 아파트(Spring Village Apartments)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오논다가 카운티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와 같은 프로젝트는 시서로 

지역사회와 그 주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시서로 타운 슈퍼바이저 Mark Vene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저희는 

노인들과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1,280만 달러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불과 29개월 만에 청사진, 승인, 자금 

조달, 리본 커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최초'의 오논다가 카운티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저는 CDS 주택(CDS housing), Cuomo 주지사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과 발달 장애인 사무국(OPWDD), 오논다가 카운티 및 시서로 

타운의 미래 지향적인 팀이 이 흥미진진하고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짧은 기간에 현실로 

만든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CDS 라이프 트랜지션(CDS Life Transitions)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Sankar 

Sewnau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링 빌리지(Spring Village)는 뉴욕주 전역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할 흥미로운 기회입니다.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CDS 주택(CDS Housing)은 모든 사람이 보호받고 

성공적으로 걱정 없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이곳 시서로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고 있으며,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5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를 위한 장소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과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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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S 주택(CDS Housing)에 대해  

모회사인 CDS 라이프 트랜지션(CDS Life Transitions)의 아래에서 40주년을 맞은 CDS 

주택(CDS Housing)은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이들과 노인 및 재향군인을 위한 양질의 

통합 주택을 제공합니다. CDS 주택(CDS Housing)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cdshousing.org을 방문하십시오.  

  

https://esd.ny.gov/central-ny-rising-uri
https://protect2.fireeye.com/url?k=ddedb647-81d510fa-ddef4f72-000babd9fa3f-45ecbc1fe5b67fb0&q=1&u=http%3A%2F%2Fwww.cdshousing.org%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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