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롱크스의 고령자 대상 적정 가격 주택 보존을 위한 3,400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 프로젝트 완료 발표  

  

리본 커팅식으로 베이체스터 내 아파트 단지 100개와 40년 이상 적정 가격 보장의 

시작을 알려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는 고령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주택을 보존하는 뉴욕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 및 연령 친화적인 주' (Health across All Policies and Age-

Friendly State) 계획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에서 아파트 100채를 개보수하는 고령자 

주택 개발 계획인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25년 된 

개발은 3,400만 달러의 개조를 거쳐 앞으로 40년 더 아파트를 합리적 가격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체스터 건물의 아파트들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62세 이상인 

저소득 가정을 위해 따로 배정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가격이 적절한 양질의 주택에서 

살 자격이 있으며, 특히 수입이 고정된 고령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뉴욕주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지역사회 내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야 마땅한 

고령자들을 돌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개보수 프로젝트는 뉴욕 브롱크스의 

고령자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거주 선택지를 제공해,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 전역에 

적정 가격의 주택을 늘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숙을 없애려는 주 정부의 지속적 

활동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브롱크스 지역의 재활성화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개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에 대한 3,400만 달러 투자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 일환으로, 주지사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적정 가격의 주택 100,000채 이상, 지원 



 

 

서비스형 주택 6,000채를 짓고 보존하여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노숙을 없애기 위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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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지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브롱크스의 주민 37,000명 이상을 위한 

아파트 14,600채를 포함하여 10만 명이 넘는 거주민을 위한 적정 가격의 주택을 창출 및 

보존했습니다.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는 2050 바토 애비뉴(2050 Bartow Avenue)에 위치하며 

연방 섹션 202(Section 202) 프로그램 아래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적정 가격의 주택을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뉴욕주의 투자금은 7층 건물 매입 및 개보수에 자금을 

지원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의 계약을 통해 연방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주택 지원금(project-based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Payments)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현재 및 미래 

세입자들이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아파트는 최소 가족 중 한 

명이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um Income)의 

60% 이하인 가정을 위해 따로 배정합니다.  

  

건물에는 스튜디오 25개와 1 침실 아파트 74채가 있으며 현장 관리자를 위한 2 침실 

1채가 있습니다. 총 아파트 100채를 모두 개보수하여 새로운 침실, 부엌 찬장, 조리대 및 

가전제품으로 꾸몄으며 각각 새 조명을 달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외부 및 공동 구역 

개보수에는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전기 설비, 새 벽돌 공사, 

외부 문 교체, 엘리베이터, 안전 창문, 배관 인프라, 보일러와 펌프가 포함됩니다.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는 바토 애비뉴(Bartow Avenue)의 남쪽 베이체스터의 

북동쪽 브롱크스 인근지역에 있으며 올콧 플레이스(Alcott Place)와 코업시티 

블러바드(Co-op City Boulevard) 사이에 위치합니다. 거리의 바토 몰(Bartow Mall)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교회 또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으며, 바토 

애비뉴(Bartow Avenue)를 따라 공공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회사는 코널리 앤 파트너스(Connolly and Partners), 브네이 브리스 시니어 

하우징(B'nai B'rith Senior Housing), 퍼스트 하트퍼드 리얼티 코퍼레이션(First Hartford 

Realty Corporation)입니다.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를 취득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가 제공한 자금에는 면세부채권 1,200만 달러,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지분 1,050만 달러, 보조금 및 기타 자산 43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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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프로젝트는 

우리 도시가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뉴욕에 존재하는 적정 가격의 주택 

보유량을 보존하는 것은 Cuomo 주지사의 포괄적인 주택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의 개보수는 브롱크스 지역에 사는 100명 이 넘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집으로 여기는 지역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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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들이 적정 가격의 편안한 주택에 살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Health Across All Policies) 접근법을 사용하고 뉴욕을 전국에서 가장 고령 친화적인 

주로 만들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적정 가격의 

안전한 주택은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히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의 안전한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인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투자는 노령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의 필수 자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내 연령 친화적인 첫 번째 주를 만들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Jamaal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업 시티(Co-op City) 인근 지역 

고령자들에게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 브네이 

브리스(B'nai B'rith),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코업 시티(Co-op City)는 미국 내 가장 큰 

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NORC)로, 고령자 

여가, 고령자 센터 및 행사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용력 내에서 많은 고령자 인구를 

돕습니다."  

  

Michael Benedett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 바토 애비뉴(2050 

Bartow Avenue)에 위치한 브네이 브리스(B'nai B'rith)의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의 

3,400만 달러 규모 개보수에 앞장서주신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의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시급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섹션 8(Section 8) 자격은 향후 수년간 이 

주택 공급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designated-first-age-friendly-state-nation-aarp-and-world#_blank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소득 

고령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그들에게는 적정 가격의 주택이 시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장하는 도시의 적정 가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옳은 방향으로의 한 걸음입니다. 

이로써 고령자 인구가 편안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며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를 살피고 브롱크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도와주신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 Community Renewal)에 감사드립니다."  

  

코널리 앤 파트너스 (Connolly and Partners, LLC)의 전무 이사 William Connoll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널리 앤 파트너스(Connolly and Partners, LLC)가 브네이 브리스 

하우징(B'nai B'rith Housing)과 적정 가격의 고령자 부동산을 이루어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Cuomo 주지사 및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와 

같습니다. 바로 적정 가격의 고령자 주택 보존입니다. 약 25년 전, 코널리 앤 

파트너스(Connolly and Partners)는 제한사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재산을 영구히 적정 

가격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작은 마을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모두에게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 타운의 집을 영구히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Kevin Hoffman 리치맨 캐피탈(Richman Capita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치맨 

하우스 리소스(Richman Housing Resources)는 퍼스트 하트퍼드(First Hartford), 코널리 

앤 파트너스(Connolly and Partners LLC), 브네이 브리스 시니어 시티즌스 하우징(B'nai 

B'rith Senior Citizens Housing)과 함께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의 복구를 위해 

협력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이 연방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떻게 브롱크스의 적정 가격 고령자 

주택을 보존하고 유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도움과 

전문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모험을 함께하여 적정 가격의 고령자 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투자해주신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의 통찰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Mark Olshan 브네이 브리스 하우징(B'nai B'rith Housing, Inc.)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는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택을 보존하고 복구할 능력이 다음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브네이 브리스(B'nai B'rith)는 아델스타인 가문(Adelstein Family) 브네이 

브리스 아파트(B'nai B'rith Apartments)의 변화에 동참하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honoring 

thy mother and father)'는 우리의 오랜 전통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Martin Adelstein 프로젝트 호프 개발 공사(Project HOPE Development Corporati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델스타인 가문(Adelstein Family)은 브롱크스의 프로젝트 

호프-아델스타인 가문 건물(Project HOPE-Adelstein Family Building)의 재개발로 영광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40년 전, 프로젝트 호프(Project HOPE)의 창립자이자 개척자인 제 

아버지 Bernie Adelstein은 고령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주택 설립에 대한 헌신의 



 

 

아름다운 시작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아델스타인 가문(Adelstein Family)을 대표하여 

브롱크스 건물의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파트너들인 브네이 

브리스(B'nai B'rith), 코널리 앤 파트너스(Connolly and Partners LLC)와 뉴욕주의 지원 

및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 및 연령 친화적인 주(Health Across All Policies and Age-

Friendly State) 계획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Health Across All Policies)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보건 관련 고려사항을 모든 부문의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협력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가장 큰 보건 관련 난제는 복합적이며 종종 다른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헬스케어와 전통적 공중 보건 활동의 범위 밖으로 확장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합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보건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 개선 전략은 주로 

주택, 교통, 교육, 환경, 공원, 경제 개발과 같이 보건과 관련이 없는 파트너들의 책임하에 

있는 보건 결정 요인과 기타 복잡한 요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계획은 연령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정책을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뉴욕주의 

기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동안 모든 인구 계층과 사람들이 사는 

환경의 필요사항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모든 뉴욕주의 기관을 

협력적인 접근법에 참여시켜 보건 증진 및 건강한 노화 정책을 모든 기관 내의 의사 결정 

중점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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