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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다운타운 브루클린에서 7,200만 달러 규모의 복합 용도 적정 
가격 주택 단지 건설 착공 발표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는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적정 

가격 주택 129가구 제공  
이중 78가구는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Cuomo 주지사는 오늘 7,2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한  복합 용도의 적정 가격 및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인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가 
다운타운 브루클린에서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개발에는 약 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재생 작업과 인근 10층 건물의 신축이 포함됩니다.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에는 총 129채의 적정  가격 
주택이 들어서며, 이중 78가구는 정신 질환 환자를  위한 지원 주택이고,  추가로 
3,100 평방피트 규모의 상업 공간도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재개발에 따라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적정 가격 주택을 보존하고 기존 아파트 건물을 현재 
기준에 맞게 현대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합 용도의  지원 주택은 뉴욕주  
전역에서 적정 가격 주택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전반적인 노력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는 다운타운 브루클린을 더욱 생기 넘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 중 일부가  안전한 적정 가격 주택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브루클린 , 특히 노숙 문제에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주택의 숫자를 늘릴 것입니다.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적정 가격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과  의료 
관리에 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우리의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계획을 
보완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브루클린과 그 주변에서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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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주택과 지원 서비스 6,000곳 
이상을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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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브루클린에 약  1만 5천 
채의 적정  가격 주택과 아파트를 조성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 프로젝트에는 1912-13년 
기독교 여자 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가 싱글 여성을 
위해 건설한 쪽방과 같은 개념인 단일방 숙박(Single Room Occupancy) 건물의 
대대적인 재생 공사가 포함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동 삶  연구소(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는  해당 건물을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이 승인한 
임시 주택  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재개발에 따라, 현존하는 원룸 시설은  독립 
설비를 갖춘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신축 예정인 10층 건물은 인근  주차장에 건설됩니다. 설계안은 단일 중심부를 
공유하는 두 개의 건물이 완전히 통합되는 형태입니다. 건물의 편의 시설로는 
공동 세탁실, 24시간 운영되는 프런트 데스크 보안 , 커뮤니티 공간, 체육관, 
요가룸, 교실 등이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60 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아파트 한 채는 관리자  용으로 배정됩니다.  129가구 중, 78가구는 과거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 특히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약물 남용 질환, 참전용사,  
영 어덜트  등이 입주합니다. 이들은 카운슬링, 안전 계획 , 공공 지원 관리 및  
변호, 육아 및 생활 기술, 가족 상봉  및 안정화, 보건 교육, 사회 및 여가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 등  공동 삶 연구소(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현장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주 단지는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스케메르혼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중간에 
있는 네빈스 스트리트 50번지에 위치합니다. 상업 공간은 번화한 상권인 
스케메르혼 스트리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거주민들은 쇼핑과 의료 서비스, 공공 
설비 등 모든 주요 서비스는 물론, 인근의 편리한 교통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사용된 뉴욕주정부 기금 중,  1,350만 달러는 면세 채권으로 구성되고, 
연방 저소득 주택세 감면(Low-Income Housing Tax Credits)에서 자본 형식으로 



2,730만 달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 보조금으로 추가 900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은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지원 주택에 대한 임대 지원 및 서비스를 위해 연간  19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는 지원 주택  대출 프로그램(Supportive Housing 
Loan Program)에서 9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은 부동산 소유주 합의를 통한 자금에서 1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개발업자는 공동  삶 연구소(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입니다 . 
추가 자금  지원은 리치맨 하우징 리소스(Richman Housing Resources), HSBC, TD 
은행(TD Bank)이 맡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는 적정 가격의 지원 주택 129채를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제공하여 이 지역을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인근에 좋은 직장과 교통 
시스템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다운타운  브루클린을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의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는 수천 명의 사람과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SSHI)의 지원을 
받은, 브루클린에 위치한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의 
78가구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참전용사를 지원하며  취약한 뉴욕 
주민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이고  생산성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주지사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주택 보존 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의 Louise Carr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 년 된 건물의  재생은 이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보호 및 보존할 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 필수적 지원 
서비스를 갖춘 적정 가격 주택  129 가구를 영구히  제공할 것입니다.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는 세심한  계획과 의미 있는 투자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는 개발 파트너 및  정부의 협력 부서가  보여주신 적정 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Velmanette Montgomer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에 100 퍼센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매우 
기쁩니다.  너무 많은 경우, 특히 브루클린에서 우리는 이곳에 이미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건물은 우리 
대다수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구민 
다수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류의 주택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주택 문제가 
이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많은 지원 주택을 만들고 기존의 적정 가격 
주택을 보존하여 21세기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네빈스 
스트리트 아파트(Nevins Street Apartments)가 업그레이드되어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이 기쁩니다. 저는 꼭 
필요했던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주신 주정부 및 시정부 기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정부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공동 삶 
연구소(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커머셜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의 Matthew Schatz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뉴욕 주민들에게 지원 주택을 
제공하려는 시와 뉴욕의 노력에 참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운타운  브루클린  주민의 적정 가격 주택에 대한 중대한 필요와 
지원 주택  거주민들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모두 해결해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TD 은행의 투자가 TD 은행(TD 
Bank)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공동 삶 연구소(Institute of Community Living, ICL)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David Woodlo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 삶 연구소(ICL)은 뉴욕주와 함께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적정 가격의 주택 및 그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 공통의 노력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뉴욕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주택을 만들고 회복을 위한 관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 Hochul 부지사, Visnauskas 
커미셔너,  Carroll 커미셔너, 리치맨 하우징 리소스(Richman Housing Resources)에 
감사드립니다."  
  
하우징 리소스(Richman Housing Resources)의 Kevin Hoff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치맨 하우징 리소스(Richman Housing Resources)는 공동  삶 



연구소(ICL)와 네빈스  스트리트  50번지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공공-민간 부문 파트너십이 뉴욕주 및  뉴욕시의 지원과 함께 연방 
저소득 주택 세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떻게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적정 가격 
주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보여주신 헌신과 그들의 비전에 대해 이 벤처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인 HSBC 은행(HSBC Bank)과 피플스 유나이티드 뱅크(People's 
United Bank), TD 은행(TD Bank), 건설 대출자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리치맨(Richman)은 관용과 포섭 , 희망을 늘려 지역사회를 
개선하겠다는 공동 삶 연구소(ICL)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바로 네빈스 스트리트 50번지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공동 삶 연구소(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 소개  
  
공동 삶 연구소(ICL)는 지원 및 임시  주택과 카운슬링을 비롯해 성인과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트라우마 관련, 회복 중심의 개인에게 
집중한 통합 관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의료 서비스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매년 
약 10,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 약 2,500명의 뉴욕  주민이 공동 삶  
연구소(ICL)에서 밤을  보냅니다 . 공동  삶 연구소(ICL)는 참전용사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여 가능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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