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롱크스의 6,700만 달러 규모 지원 주택 개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노숙자였던 뉴욕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게 될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에서 6,7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지원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 센트럴(La Central)이라고 알려진 대형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중인 이 건물은 이전에 노숙자였던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원 아파트 97 가구를 포함하여 160 가구를 위한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양질의 주거지를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계층의 브롱크스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주민들에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지붕을 갖춘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여,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한 뉴욕과 더욱 활기찬 브롱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라 센트럴(La Central) 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소즉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소매점,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갖춘 복합 건물군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스 브롱크스의 멜로즈 인접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는 라 센트럴(La Central)의 지원 주택 구성요소를 

개발합니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라이프(Comunilife)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 프로젝트는 퇴역 군인 및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강력한 공약은 뉴욕을 노숙자 문제 해결의 국가적인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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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사우스 브롱크스에 160 가구를 위한 저렴한 지원 아파트, 소매점,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는 노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주거지를 지원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회에 대한 지원과 경로를 제공하려는 주지사 공약의 일환입니다. 라 

센트럴(La Central)은 뉴욕 전 지역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방식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의 Maria Torres-Spring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보존 개발부(HPD)는 브롱크스에 있는 이 길게 비어있는 부지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의 

개시를 축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위한 160 가구를 위한 지원 주택을 지을 것입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 및 커뮤니라이프(Comunilife)와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규 주택에 새로운 주민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의 Brenda Rosen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에서 일하는 저희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집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뉴욕시의 모든 지역사회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이웃들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센트럴(La Central)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요구를 경청할 

경우 성취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모델로 간주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새로운 지원 주택을 착공하고 현재와 미래의 지역사회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브롱크스가 근면한 뉴욕 주민들이 거주할 만한 합리적인 곳으로 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커뮤니라이프 주식회사(Comunilife, Inc.)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Rosa M. Gi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라이프(Comunilife)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주민을 위해 97 가구가 입주할 새로운 지원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공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2 년 내에 완공될 경우 

새로운 주민은 살기 좋은 아름다운 신규 아파트를 가지게 되고 이 지역사회의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개발 비용은 6,700만 달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여러 자원과 더불어 주정부 및 지역 파트너들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뉴욕주의 주택 금융청(Housing Finance Agency, HFA)은 이 프로젝트의 

건설 공사를 위해 3,100만 달러 규모의 세금 면제 채권(tax-exempt bond)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시, 영구적인 재정 자금의 조달 방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i) 주택 금융청(HFA)의 세금 공제 할당(tax credit allocation)으로 

만들어진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를 통해 약 2,700만 

달러, (ii)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지원 주택 기회 프로그램 (Supportive 

Housing Opportunity Program)으로부터 1,150만 달러, (iii)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의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으로부터 590만 달러, (iv) 뉴욕시의 주택 보존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를 통해 지원 주택 대출 프로그램(Supportive 

Housing Loan Program)으로부터 1,200만 달러, (v) 뉴욕시 환경 복원 사무국(NYC 

Office of Environmental Remediation)으로부터 23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새로 출범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웰스 파고(Wells Fargo)와 지원 주택 공사(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CSH)로부터 추가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Carmen Arroy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이웃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자였던 뉴욕 주민들은 보다 밝고 

더욱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그들이 제대로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uben Diaz S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 바로 여기에 착공되는 

이 새로운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일이 수월해 질 것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 센트럴(La 

Central)은 새로운 기독교 청년회(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나 사우스 

브롱크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브롱크스넷(Bronxnet)과 같은 저렴한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 시설의 표준 설정이자 획기적인 조합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사무국의 

기금 15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에 

투자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는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개발 중 하나인 이 프로젝트 덕분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득이 생기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주 정부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웰스 파고 멀티패밀리 캐피털(Wells Fargo Multifamily Capital)의 Alan Wien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스 파고(Wells Fargo)는 과거에 노숙자였던 주민들과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게 될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와 커뮤니라이프(Comunilife)의 라 센트럴(La Central) 프로젝트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 센트럴(La Central)은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인접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함께 힘을 합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도시 삶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때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도 보여줍니다.”  

  

뉴욕 소재 지원 주택 공사(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CSH)의 Jennifer 

Trepinski 선임 대출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 센트럴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및 기타 만성 질환으로 악화되는 장애를 가지고 거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숙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는 양질의 

지원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탁월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라이프(Comunilife)가 제공할 서비스의 결과로 이웃 전체가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라 센트럴(La Central)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총 100만 달러의 

개발전 대출 2 건을 승인한 당사의 고유 결정에 따른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 건물은 FXFOWLE Architects 건축사무소와 MHG Architects 건축사무소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도급업체로서 전반적인 시공은 모나드녹 컨스트럭션 

주식회사(Monadnock Construction, Inc.) 담당합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역의 전력망 그리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매우 효율적인 설비 및 절수 가전 

기기, 친환경 녹색 지붕, 지붕 장착형 태양광 전지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물에는 4,500 평방 피트 규모의 지역사회 부속 시설 공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 특별회원(Fellow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FAIA), 

친환경 건축물 인증(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공인 

전문가 (Accredited Professional, AP)인 Dan Kaplan 선임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 센트럴(La Central) 개발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도시 

건물을 지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설계를 기반으로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가 시공한 지원 주택 건물은 라 센트럴(La Central)의 핵심 

부분이며 시민 정신, 지속 가능한 전략, 사려 깊은 계획의 강력한 조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미래 지향적이고 보다 큰 인접 지역에 뿌리를 둔 정체성을 발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제공하며, 번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육성한다는 

이 프로젝트의 사명을 나타내는 장소에 대한 센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렴한 주택 10만채와 6,000 가구의 지원 주택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주지사의 역사적인 200억 달러 5 개년 계획의 제 2단계의 일환으로, 주정부 기관 3 곳은 

65,000만 달러 이상의 재원과 3,000만 달러의 봉사 및 운영 기금을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 제공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등은 각각 이 기금을 지원 배정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Requests for Proposals, RFP)를 공표했습니다.  

  

각각의 제안 요청서(RFP)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  

• 정신보건국(OMH)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nyshcr.org/Funding/OpenWindow/2017/2017_HCR_Multifamily_Open_Window_RFP.PDF
http://otda.ny.gov/contracts/2017/HHAP/
https://www.omh.ny.gov/omhweb/rfp/2017/esshi/rfp.pdf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