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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 주상복합 노인 주거시설 프로그램에서 입주에 의향이 있는 

분들의 대기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가든 그로브 시 저렴한 임대 주거공간 프로그램중 하나인, 주상복합시설, 가든 부르크 

노인아파트 (Garden Brook Senior Village) 가 임대 의향이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노인 분들은 (641) 201-4157 로 전화를 하시거나 인터넷 

페이지 conamwaitlist.com/garden-brook-senior-village 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가든 부르크 노인아파트는 10080 Garden Grove Boulevard 

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노인 아파트 임대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하시려면 만 62세 또는 그 이상이여야 

하며 가구 소득 수준이 오렌지 카운티 평균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인수당 

신청가능한 소득수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1 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0% 평균소득 $56,520 $64,560 $72,660 $80,700 $87,180 

 오렌지 카운티 한인 타운근처에 위치한, 총 8층, 12,938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적응 및 

재활용프로젝트중 하나인 이 건물은 1층에 위치한 상가 공간과 394 가구의 노인주거공간, 

129 개의 원룸아파트, 219 개의 방하나 아파트와 46개의 방 두개 아파트로 구성되였으며 

실내 헬스장, 다용도 공간이 있는 도서관과 두개의 커뮤니티룸, 세탁방 등이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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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가든 부르크 노인아파트는 인근에 있는가든 그로브시 Boys and Girls Clubs 과 

세대간 유대관계를 위한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쉽은 노인과 어린 세대가 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가든 그로브 시장 Steve Jones 는 “이는 아주 독특한 개발프로젝트로서 노인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음식점, 쇼핑 장소도 제공하며 Boys and Girls 

Clubs의 세대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과 멘토링 등 어린 

아이들과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AMG & Associates, LLC 과 Pacific West Communities, Inc.,를 통해 

개발 되였으며 Hoag Foundation 이 소유하고 있고, 비 영리 기업이 가든 그루브시의  Boys 

and Girls Clubs 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든 부르크 노인 아파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he ConAm Group 에 

근무하는 Gus Silva 에 이메일 gsilva@conam.com 로 연락 하십니오.   

 상가 임대 문의는 Essex Realty Management, Inc.  (949) 798-8100.로 전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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