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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나뉴엣의 노령자를 위한 4,200만 달러 규모의 적정 가격 주택 개발 착공 

발표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 노령자들이 독립적으로 살도록 현장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갖춘 93개의 적정 가격 주택 제공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뉴엣 빌리지의 노령자를 위한 4,200만 달러 규모의 

적정 가격의 지원 주택 개발인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의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개발은 취약한 노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번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장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갖춘 93개의 적정 가격 주택을 조성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의 지원 노령자 주택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노숙자를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령자를 위한 주택은 주민들에게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보장하며, 가장 취약한 일부 뉴욕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령자들에게 필요한 건강 

및 지원 서비스를 갖춘 적정 가격의 고품질 주택을 추가해 줄 것입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는 나뉴엣에 거의 100개의 아파트 가구를 제공할 것이며, 

노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번창할 수 있는 자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개발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적정 가격의 지원 주택을 조성하고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속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은 

주정부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100,000가구의 적정 가격 주택과 지원 서비스 6,000곳 

이상을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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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허드슨 지역에서 10,800개 이상의 적정 가격 다세대 주택을 조성하거나 보존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는 3개의 주거 건물에 걸쳐 93개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입니다. 81개의 원베드룸 아파트와 12개의 투베드룸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35개의 

아파트는 취약한 노인 가구를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지역 중간 소득이 60% 이하인 

가구의 노령자 가구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컨벤트 로드(Convent Road)의 개발 단지는 또한 수녀회 주택 개발 공사(Sisters of 

Char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제공하는 피트니스 룸, 컴퓨터실 및 

지원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시설들을 갖춘 2개의 추가 건물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는 건강 모니터링, 케어 조정 및 사례 관리, 상담 및 사회 

활동이 포함됩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는 고성능 보온 벽 및 공기 차단, 고효율 난방, 냉방 및 

환기 장치, 에너지 스타(Energy Star) 등급의 가전 및 조명, 저수량 배관 설비를 포함한 

많은 에너지 효율적인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개발은 루트 59(Route 59)를 따라 쇼핑과 기타 서비스에서 반 마일 이내에 있으며, NJ 

트랜짓 파스캑 밸리 노선(NJ Transit's Pascack Valley Line)를 포함한 대중 교통과 

가깝습니다. 주민을 위한 지역 교통은 록랜드 카운티 미니 트랜스(Rockland County Mini 

Trans)와 카운티의 보조 교통 기관 서비스인 "TRIP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를 위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기금은 면세부채권 750만 달러, 연방 저소득층 

주택세 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에서 출자되는 1,470만 달러 및 지원 

주택 기회 프로그램(Supportive Housing Opportunity Program)를 통한 추가 보조금 

1,44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임대 지원과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자는 자선 수녀회 주택 

개발 공사(Sisters of Char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와 락카빌 개발, 

LLC(Rockabill Development, LLC)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개발을 착공함에 따라, 뉴욕 

노인들을 위한 주택 기회를 늘리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는 100명 이상의 노령자들에게 적정 가격의 지원적이고 

편안한 공동체를 제공하여 그들이 품위 있게 나이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뉴욕을 전국에서 가장 고령 친화적 주로 만들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또 다른 

사례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주택과 고품질의 건강 케어 서비스의 통합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참여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David Carlucc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랜드 카운티와 뉴욕주 전역에서 더 

많은 적정 가격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과 

노령자들에게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에 대한 자선 수녀회 주택 개발 공사(Sisters of Char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와 락카빌 개발(Rockabill Development)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Kenneth Zebrowsk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전되는 것을 

보고 기쁩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는 록랜드 카운트에 절실히 필요한 적정 

가격의 노령자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날 록랜드에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우리의 노령자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하며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d Da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 주택에 대한 접근의 증가는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이 사랑하는 카운티에 머물 수 있는 노령자들의 능력을 

보장하는데 중요합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의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새로운 건물들이 문을 열 때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계속해서 적정 가격 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록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클락스타운의 감독관인 George Hoehman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령자 주택은 항상 

내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수녀회(Sisters of Charity)와 락카빌 개발(Rockabill 

Development)이 협력하여 클락스타운의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를 건설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새로운 개발은 노령자들에게 클락스타운의 안전하고 이용 가능하며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해주신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Office of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 감사드립니다."  

  

수녀회 주택 개발 공사(Sisters of Char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의 

Donna Dodge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회 주택 개발 공사(Sisters of Char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는 1986년부터 뉴욕 주민들에게 적정 가격 주택을 

제공하는 부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의 부지에 

주택을 개발하려는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부지는 세톤 빌리지(Seton 

Village)와 인접해 있으며, 이전에 세인트 아가타 어린이집(St. Agatha's Home for 

Children)의 일부였습니다. 세인트 아가타의 집(St. Agatha's)은 1884년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설립되었고, 같은 부지에 노령자를 위한 안락한 집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와 락카빌 개발(Rockabill 



 

 

Development)과 함께 일하게 되어 즐거웠고, 뉴욕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미래의 

협력 관계를 기대합니다."  

  

락카빌 개발, LLC(Rockabill Development, LLC)의 Niall Murray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락카빌(Rockabill)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적정 가격 주택 기회를 

조성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녀회 주택 개발 공사(Sisters of 

Char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훌륭한 부지에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장 

서비스를 보강한 빈센트 빌리지(Vincent's Village)의 독립 주거 모델은 노령자들이 적정 

가격 주택에 거주하면서 품위 있게 나이들 수 있는 이중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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