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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1,315개의개의개의개의 주택의주택의주택의주택의 보존하고보존하고보존하고보존하고 회복하는데회복하는데회복하는데회복하는데 약약약약 2,5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수여금을수여금을수여금을수여금을 발표발표발표발표  

 

긴급긴급긴급긴급 주거주거주거주거 요구를요구를요구를요구를 충족하기충족하기충족하기충족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와사회와사회와사회와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비영리비영리비영리비영리 단체단체단체단체 경쟁경쟁경쟁경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80개의 수여를 발표했습니다. 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신(HCR)에 의해 

관리되는 경쟁적인 수상은 주의 경제 개발 지역 내에서 중요한 우선 순위와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단체, 지방 및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안전하고 공정하며 저렴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단지 소득으로 고군분투 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주 전역에 걸쳐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뉴욕 주민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지게 합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 도시, 타운 및 빌리지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 새로운 주택 소유와 적당한 

혹은 전체적인 주택 재고를 재활시키고 코드로 등장시킬 수 있도록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HCR의 개별 3가지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NYS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CFBG)주택 프로그램, 집으로 접근(Access to Home)과 RESTORE 입니다. CDBG에서 2,300만 

달러 이상이 수여되었고, 공공 및 민간 자원에서 추가적으로 500만 달러가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Access to Home에서 100만 달러 이상이 수여되었고, Access to Home 자금의 1 달러가 추가적인 3 

달러의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RESTORE은 주에서 50만 달러를 수여하였고 다른 주와 연방 자금 

Weatherization 지원 프로그램 자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HCR의 의원 및 CEO인 Darryl C. Towns은 “중요한 경제 발전에 대한 구동일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된 

수여는 주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에 다가갑니다. 목표는 노화된 저렴한 주택 재고를 보존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인 주택 

소유자들이 독립적으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 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노인, 재향 군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개선된 자금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HCR은 향후 수십 년에 걸친 자신의 주택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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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CDBG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카운티, 시티, 타운 및 빌리지들이 

알맞은 가격의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경제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주택 신탁 기금 회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Access to Home는 지역 프로그램의 관리자로서 지방 자치 단체와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주택 소유자와 임대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저-

중소득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주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STORE (노인에게 수리를 제공하는 주거 응급 서비스) 프로그램은 지역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지방 자치 단체와 비영리 단체에 기금을 수여했습니다. 그것은 적시에 수리를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이 소유한 주책의 위험한 상황을 제거하도록 긴급 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HCR의 수여는 지역에 따라 아래를 포함합니다: 

지리적지리적지리적지리적 지역지역지역지역 수여수여수여수여 수수수수 총총총총 금액금액금액금액 

주도 지역 7 1,955,000 달러 

Central New York 9 2,275,000 달러 

Finger Lakes 11 3,795,300 달러 

Mid-Hudson 4 1,200,000 달러 

Mohawk Valley 9 2,625,000 달러 

North Country 16 5,492,500 달러 

Southern Tier  14 5,159,500 달러 

Western New York 7 2,133,000 달러 

NYC 3 350,000 달러 

합계합계합계합계: 80 24,985,300 달러달러달러달러 

 

전체 수여 리스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HCR)은 저비용 주택 공사(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주택금융원(Housing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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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뉴욕주 모기지 에이전시(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주택 신탁기금 공사(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 등을 포함하는, 주의 모든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CR은 10억 달러의 House New York 프로그램의 2번째 해에 있습니다. 이는 5년 이상 동안 몇 천 

개의 새로운 집을 만들고 최소 15년간 저렴한 주택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House New York은 

Mitchell-Lama의 단위를 40년간 저렴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House New York 사업은 2백 만 명 

이상의 임대 규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고 30년간의 

가장 강한 주의 임대 법과 함께 적극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고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세입자 보호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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