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9,270만 달러 규모의 폭스 힐 개발지(FOX HILL DEVELOPMENT)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완성 발표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아파트 362채, 40년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s) 단지 완공 및 공식 입주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40년간 

합리적 가격으로 유지될 저소득 뉴욕 주민용 아파트 362채를 비롯한 9,27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전체 개발지를 현대화 및 개선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합리적 주택을 사용할 기회를 

확장하는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고 앞으로 40년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뉴욕은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거주민들이 미래에 안전하고 제대로 된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s) 입주 

개시는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의미 있는 발전이며, 이는 저소득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안전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전례 없는 합리적 주택 투자 계획을 가지고 국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과 혁신적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가족을 위한 주택 옵션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가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본래 1965년에 지어졌으며 밴더빌트(Vanderbilt avenue), 파크 힐 에비뉴(Park Hill 

avenue)에 위치한 폭스 힐 개발(Fox Hill Development)은 6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3개의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원룸, 방 한 개나 두 개가 있는 아파트를 포함합니다. 

개조에는 로비, 복도, 부엌,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또한, 새 지붕, 에너지스타(Energy Star) 가전제품, 바닥, 보일러, 온수기가 추가되었으며 

장애인 접근로가 각 건물 로비에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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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조달 및 다가구 유지 프로그램(Multi-Family Preservation Program)을 통한 보조금 

대출 형태로 4,8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연방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할당으로 3,340만 달러의 프로젝트 수익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및 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와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 섹션 8 프로그램(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ection 8 

program)에서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s)를 지원합니다. 뉴욕주 및 시의 

프로젝트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폭스 힐 하우징(Fox Hill Housing, LLC)의 소유주는 규제 

합의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40년간 세입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예정입니다. 

 

폭스 힐 개발 프로젝트(Fox Hill Development project)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는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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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및 임대료 안정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에서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자원 1억 3,100만 달러 이상을 이용하여 저렴한 주택 

950가구를 짓거나 보존해 왔습니다. 이 자원은 기타 민간 투자 자금으로 조성된 3억 

5,700만 달러가 넘는 기금을 활용한 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s) 단지의 현대화는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에서 합리적인 주택을 짓겠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베라차노 나로즈 브리지(Verrazano Narrows Bridge) 개통 

일 년 후에 지어진 폭스 힐(Fox Hill)의 경제 활성화로 현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앞으로 40년간 임차료가 합리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Diane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크 매니지먼트(Park 

Management)가 빠르게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s)를 재구성하고 현대화할 수 

있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40년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되는 

임차료로 개선된 삶의 조건 안에서 생활하게 되어 기쁩니다.” 

 

Michael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 건물은 개조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거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업그레이드된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한 생활 환경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가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금을 투자하여 기쁩니다.” 

 



 

 

Debi Rose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집무실로 오는 전화와 현지 주민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합리적 가격 주택의 필요성은 주민들의 문제 중 최고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질 좋은 주택을 보장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최우선 사항입니다. 폭스 힐(Fox Hills)에서 362가구를 업그레이드, 강화, 

보존함으로써 파크 매니지먼트(Park Management)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여기 노스 

쇼어(North Shore)에서 중요한 필요 조건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폭스 힐 하우징(Fox Hill Housing, LLC)의 Joel Gluck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s)의 재정적 재구성은 진정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40년간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 362채를 보존하며 동시에 해당 

부지에서 필요한 개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파크 매니지먼트(Park Management)는 

세입자를 위해 합리적 가격의 주택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주택 보존 및 개발부(HPD),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웰스 파고(Wells Fargo)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이 개조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주신 지방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로커빌 컨설팅-개발(Rockabill Consulting-Development)의 Niall Murray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크 매니지먼트(Park Management)가 세입자를 이사시킬 필요 

없이 18개월 건설 일정 내에 이 프로젝트를 끝낸 것을 축하드립니다. 건설 과정 중 

개발자는 세입자에게 최선의 프로젝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함을 

깨달았으며 이 작업에 자금을 댈 개발 예산 외에 추가 12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주택 보존 및 개발부(HPD),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HUD), 웰스 파고(Wells Fargo)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하고 폭스 힐 

아파트(Fox Hill Apartment)를 개조하고 세입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짓고 보존하고 개선하며 활기찬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다가구 및 1인가구 주택 투자, 더 나아가 

지역사회 개발 전략 및 임대료 안정화 유지를 비롯하여 주 전역의 주택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nyshc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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