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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주택을주택을주택을주택을 위해위해위해위해 1,4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지원금은지원금은지원금은지원금은 769호를호를호를호를 건설건설건설건설 및및및및 보존하고보존하고보존하고보존하고 자택자택자택자택 소유를소유를소유를소유를 저렴하게저렴하게저렴하게저렴하게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할할할할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을 복원시키고 

건설하기 위해 총 1,400만 달러에 이르는 37개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쟁적으로 

지원되는 이들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기관에게 제공되어 커뮤니티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동을 이끄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보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서 이를 현실로 만들어줄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우리는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집이라 부를만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목표에 더욱 가깝게 뉴욕주를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지방정부 및 비영리기관과 함께 뉴욕주 구석구석에서 저렴한 

주택 대안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택 개량, 기존 주택 복원,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 비용을 

AHC(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 통해 지원합니다.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일부인 AHC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이 

주택을 보유할 기회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또한 지역사회 발전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자원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조금 중에는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 RESTORE (Residential Emergency Services to Offer Repairs to the 

Elderly), 현지 HOME 지원금, UI(Urban Initiative) 지원금, Weatherization 지원금. 

 

이번 AHC 지원금에서 뉴욕주 주택보유 투자는 다음 지역을 포함합니다: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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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n of Saratoga(Saratoga 카운티)의 약 12채의 저렴한 주택 개보수를 위해 Town of 

Saratoga에 330,000 달러. 

• 12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Village of South Glens Falls(Saratoga 카운티)에 310,000 

달러. 

• 12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Village of Scotia(Schenectady 카운티)에 325,000 달러 

지원. 

• 12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Village of Argyle(Washington 카운티)에 330,000 달러 

지원. 

• 12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Village of Greenwich(Washington 카운티)에 330,000 달러 

지원. 

 

 

Mohawk Valley 

• City of Utica(Oneida 카운티)에 14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Utica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에 462,000 달러 지원 

• 11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Village of Canajoharie(Montgomery 카운티)에 288,000 

달러 지원. 

• Otsego 카운티에 약 24채의 저렴한 주택 개보수를 위해 Otsego Rural Housing Assistance, 

Inc.에 335,000 달러 지원. 

 

 

 

Central New York 

• Cortland 카운티에 약 15채의 저렴한 주택 매입 및 복원을 위해 Cortland Housing Assistance 

Council, Inc.에 375,000 달러 지원. 

• City of Cortland(Cortland 카운티)에 자리한 약 8채의 주택 매입 및 복원을 위해 City of 

Cortland에 280,000 달러 지원. 

• 15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City of Fulton (Oswego 카운티)에 188,658 달러 지원. 

• 약 18채의 저렴한 주택(Oswego 카운티)의 개보수를 위해 City of Oswego에 400,000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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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 Lakes 

• City of Rochester(Monroe 카운티) 내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9채의 1인가구 주택 신축을 

위해 Greater Rochester Housing Partnership에 315,000 달러 지원. 

• City of Rochester(Monroe 카운티)에 자리한 약 25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North East 

Area Development, Inc.에 200,000 달러 지원. 

• City of Rochester(Monroe 카운티)에 자리한 약 25채의 주택 매입 및 복원을 위해 Greater 

Rochester Housing Partnership에 625,000 달러 지원. 

 

 

Western New York 

• Erie 카운티에 자리한 25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Southtowns Rural Preservation 

Company에 250,000 달러 지원. 

• City of Lackawanna(Erie 카운티)에 자리한 33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Lackawanna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에 300,000 달러 지원. 

• 30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Town of Cheektowaga(Erie 카운티)에 450,000 달러 지원. 

• City of Buffalo(Erie 카운티)에 자리한 15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West Side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에 400,000 달러 지원. 

 

 

Southern Tier 

• 24 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Better Housing for Tompkins County에 300,000 달러 지원. 

• Steuben 카운티에 자리한 30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Arbor Housing and 

Development(구 Steuben Churchpeople Against Poverty, Inc.)에 300,000 달러 지원. 

• City of Elmira(Chemung 카운티)에 자리한 Near Westside Neighborhood Association, Inc.에 

300,000 달러 지원. 

• Tioga 카운티에 자리한 약 18채의 저렴한 주택 개보수를 위해 Tioga Opportunities에 

180,000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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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Hudson 

• 10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Putnam County Housing Corporation에 200,000 달러 지원. 

• Village of Hastings-on-Hudson(Westchester 카운티)의 184 Farragut Avenue에 자리한 두 

가구 주택 신축을 위해 Housing Action Council에 80,000 달러 지원 

• Ulster 카운티County에 자리한 약 15채의 저렴한 주택 매입 및 복원을 위해 Rural Ulster 

Preservation Company에 350,000 달러 지원. 

• Westchester 카운티에 자리한 약12채의 주택 개보수를 위해 Center for Urban 

Rehabilitation & Empowerment에 300,000 달러 지원. 

 

 

Long Island 

•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 자리한 16채의 저렴한 주택의 매입 및 복원을 

위해 Community Housing Innovations, Inc.에 640,000 달러 지원. 

•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 자리한 60채의 저렴한 주택의 복원을 위해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of Long Island, Inc.에 1백만 달러 지원. 

• Inwood(Nassau 카운티)에 자리할 예정인 5채의 이층 주택 신축을 위해 Town of 

Hempstead에 200,000 달러 지원. 

•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 자리한 약 20채의 저렴한 주택 개보수를 위해 

Long Island Housing Development Fund Company에 727,500 달러 지원. 

 

 

New York City 

• Borough of Brooklyn(Kings 카운티)에 자리한 36채의 저렴한 콘도미니엄 주택의 신축을 

위해 Housing Partnership Development Corporation에 126만 달러 지원. 

• Borough of Brooklyn(Kings 카운티)에 자리한 21채의 저렴한 주택 신축을 위해 Housing 

Partnership Development Corporation에 705,000 달러 지원. 

 

 

Western New York, Central New York, Southern Tier, Finger L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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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gany, Cayuga, Chemung, Livingston, Monroe, Ontario, Schuyler, Seneca, Tioga, Tompkins, 

Wayne, Yates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 자리한 100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Bishop 

Sheen Ecumenical Housing Foundation에 600,000 달러 지원. 

 

 

Western New York and Finger Lakes 

• Cattaraugus, Erie, Wyoming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 자리한 약 30채의 저렴한 주택 개보수를 

위해 NeighborWorks Home Resources에 500,000 달러 지원. 

 

 

North Country 

• Jefferson 카운티에 자리한 13채의 저렴한 주택 복원을 위해 North Country Affordable 

Housing, Inc.에 273,000 달러 지원. 

• Jefferson 카운티에 자리한 약 10채의 저렴한 주택 매입 및 복원을 위해 Neighbors of 

Watertown for the Jefferson County 1st Time Homebuyer Assistance Program에 350,000 달러 

지원. 

 

 

HCR의 장관 겸 CEO인 Darryl C. Tow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정부와 비영리 

단체에게는 우선순위 사항으로, 커뮤니티와 이웃의 구체적인 니즈를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뉴욕주와 파트너가 되어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들 비영리 단체 중 일부는 지난 40여년 동안 

거주민들과 긴밀히 활동해왔기 때문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커뮤니티를 재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이 지원금은 수 백명의 뉴욕 

주민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더욱 끈끈하게 뭉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저비용 주택 공사(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주택금융원(Housing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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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몇 천 채의 새로운 집을 짓고 최소 15년간 저렴한 주택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House New 

York은 Mitchell-Lama 주택 수 천 채를 40년간 저렴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House New York 사업은 

2백 만 명 이상의 임대 규제 대상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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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30년간의 가장 강한 주의 임대법과 함께 적극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고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세입자 보호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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