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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버펄로에서 2,280만 달러 규모의 노령자를 위한 주거 및 건강관리 

복합단지 건설 시작 발표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가 노령자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가 결합된 84가구의 저렴한 지원 주택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시의 노령자를 위한 2,280만 달러 규모의 주거 

및 건강관리 개발 사업의 공사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 프로젝트에는 신축 건물 및 84 가구의 저렴한 지원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도시의 이스트 사이드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또한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세틀먼트 하우스(Westminster Settlement House)를 성인 주간 프로그램, 의료 클리닉, 

약국 및 신체 재활 서비스가 포함된 상업 의료 센터로 바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는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에 양질의 저렴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84 가구에서 노력자들은 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는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가 새로운 주택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을 이어받아, 주민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합니다. 누구나 

훌륭한 가정이라는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는 의료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기금을 통해, 저희는 더 많은 저렴한 지원 주택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뉴욕 전역의 마을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는 55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84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4층 건물 한 채입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60 퍼센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40 개의 아파트는 정신 

질환력이있는 노령자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이 주민들은 사례 관리, 복리후생 옹호, 재무 

관리, 직업 기술 교육 및 의료 지원 등과 같은 현장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펄로 이웃 연맹 센터 주식회사(Buffalo Federation of Neighborhood Centers, Inc.)는 

프로젝트의 개발업자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세틀먼트 하우스(Westminster Settlement House)는 1893년에 

건설되었으며, 주민과 지역 사회 모두를 위한 건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봉사 시설로 다시 활용될 것입니다. 제공 서비스에는 인증받은 노인 주간 관리 프로그램, 

의료 클리닉, 약국, 재활 서비스 및 사무실 공간이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두 건물 사이에 내부 연결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의 일환입니다. 이 공약은 주정부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적정 가격 주택과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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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에 1억 1,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200가구가 넘는 저렴한 

주택을 건설 또는 보존하여 2,7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 기금에는 연방 정부의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가 

포함되어, 약 1,400만 달러의 자본이 출자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로부터 

300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34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은 뉴욕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뉴욕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연방 및 주정부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 지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은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26가구에 대한 임대 보조금 및 서비스 지원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버펄로 시는 홈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HOME) 기금에서 350,000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는 노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보존함으로써 주지사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Health Across All 

Policies)" 및 "연령 친화적인 주(Age-Friendly State) 계획"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의 보건 및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 결정 전 과정에 

보건에 대한 고려를 추가한 협력적 접근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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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2,300만 달러 규모의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 프로젝트는 노령의 웨스턴 뉴욕 주민에게 저렴한 지원 



 

 

아파트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낮은 역사적인 건물을 전체 지역사회가 누릴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꿀 것입니다.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전략적 투자는 

새로운 상업 활동, 의료 서비스 이용, 저렴한 주택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는는 

버펄로의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며 지역사회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건강관리 및 재정 지원, 주간 프로그램과 같은 현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은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고 그 효과가 입증된 도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 는 나이가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의 지원 주택 

가구는 정신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번영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가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한 계층의 뉴욕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소중한 기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 프로젝트는 역사 활성화 세액 공제(Historic 

Rehabilitation Tax Credits)가 어떻게 버펄로 이스트 사이드와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레입니다.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저소득세 공제, 역사 보존 

세액 공제 및 홈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HOME) 기금이 합쳐져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 커먼즈 프로젝트에만 약 1,500만 달러의 연방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인근의 노스랜드 코리도에 2,75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신규 

시장 및 역사 보존 세액 공제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함께 이스트 

사이드 지역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력 개발, 건강관리 및 저렴한 주택을 통합하여 기회 및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여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버펄로 이웃 연맹 센터(Buffalo 

Federation of Neighborhood Centers)의 지역사회 봉사 노력을 계속 추진합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령자를 위한 

2,280만 달러 규모의 주택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은 버펄로 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덕분에, 저소득층 및 정신 질환 이력이 

있는 노인 84가구가 곧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입주하여 건강관리 및 성인 주간 관리,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을 비롯해 건강 및 활기찬 

삶을 위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 좋은 이웃의 도시(City of 

Good Neighbors)가 보여준 눈부신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버펄로 

이웃 연맹 센터(Buffalo Federation of Neighborhood Centers)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Marc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에서는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펄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2,28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웨스트민스터 세틀먼트 

하우스(Westminster Settlement house)를 노령자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변모시켰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들 노인들이 독립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을 위한 스마트한 사업으로, 

버펄로의 부활을 도울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개발의 사례입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6년부터 제 행정부는 모든 

연령대의 버펄로 주민들을 위해 2,100대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인구의 27 퍼센트가 55세 이상인 이고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자의 현재와 미래의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커먼즈(Westminster Commons)는 단순한 노인 주택 시설 

이상입니다. 이 전일적인 프로젝트는 노령자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현장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커뮤니티를 만들 것입니다.”  

  

버펄로 이웃 연합 센터 주식회사(Buffalo Federation of Neighborhood Centers, Inc., 

BFNC)의 Ricardo Herrera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 지원과 기금을 통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되고 있습니다. 버펄로 이웃 연합 센터 

주식회사(BFNC)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교외 노령자 지역사회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번영하는 지역사회의 일부라고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개발업자로서, 우리의 소망은 양질의 현대적인 주택 옵션을 

제공하고, 걷기 좋고, 고령자가 의료 및 기타 풍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자인 Rhonda Ricks 박사와 지원 주택 연합(Coalition for 

Supported Housing, CSH)가 이 비전을 받아들였으며, 지원 주택 연합이 초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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