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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자가 주택 170 채의 건설, 복구, 수리를 위한 기금 

440만 달러에 대해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소득 자격 조건에 맞는 170 가구의 

주택을 건설, 복구, 개보수하기 위한 440만 달러 상당의 기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저가 주택 공사 (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 AHC)가 관리하는 뉴욕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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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개발 프로그램 (Affordable Home Ownership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정부 아래서 8,800채 이상의 주택이 저가 주택 공사 (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 지원금 17,000만 달러를 사용하여 건설되거나 더 안전하며 보다 

저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투자를 통해 근면한 뉴욕 주민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인 자기 소유의 주택을 얻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우리는 모든 주민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며 알맞고 저렴한 곳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James S. Rubin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저희는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급히 필요한 주택 보수를 통해 이웃 사회의 결속을 굳히며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 주택 소유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금으로 기존의 자가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 콘도미니엄 아파트 또는 

조합 주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i)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 콘도미니엄 아파트 또는 

조합 주택을을 포함하여 판매를 위해 자가 주택을 취득 및 복구합니다. (ii) 그리고 낡은 

이동 주택 및 조립식 제작 주택 교체를 포함하는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 콘도미니엄 

아파트 또는 조합 주택을 포함하여 판매를 위해 새로운 자가 주택을 건설합니다. 

 



 

 

지원금에는 이리 카운티, 나이아가라 카운티, 먼로 카운티, 제네시 카운티, 온타리오 

카운티, 오논다가 카운티, 셔멍 카운티, 스튜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전 지역에 위치한 

27 채의 저렴한 주택의 매입 및 복구를 돕기 위해 뉴욕주 해비타트 운동 (Habitat for 

Humanity of New York State)을 위한 999,000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가 

주택 공사 (AHC)는 또한 이리 카운티, 나이아가라 카운티, 리빙스턴 카운티, 먼로 카운티, 

온타리오 카운티, 세네카 카운티, 코트랜드 카운티, 오논다가 카운티, 브룸 카운티, 

콜롬비아 카운티, 제퍼슨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얼스터 카운티 전 지역에 위치한 26 

채의 새롭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금 973,000 달러를 뉴욕주 

해비타트 운동 (Habitat for Humanity of New York State)에 지급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추가 지원금에는 다음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센트럴 뉴욕 

 오논다가 카운티의 산재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 약 35 채의 매입 및 복구를 

돕기 위해 엠파이어 주택 개발 공사 (Empire Housing & Development 

Corporation)에 875,000 달러 지원 

 

 오논다가 카운티의 산재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 45 채의 개보수를 돕기 위해 

오논다가 카운티 지역사회 개발부 (Onondaga County Community Development 

Division)에 30만 달러 지원. 

 
 

노스 컨트리 

 제퍼슨 카운티 워터 타운 시에 산재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 17 채의 

개보수를 돕기 위해 주식회사 워터 타운의 이웃 (Neighbors of Watertown, Inc.)에 

45만 달러 지원.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및 서퍽 카운티의 산재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 20 채의 

개보수를 돕기 위해 롱아일랜드 주택 파트너십 (Long Island Housing 

Partnership)에 80만 달러 지원. 

 
 

저가 주택 소유 개발 프로그램 (Affordable Home Ownership Development Program)은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거나 주택 수리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는 자격이 있는 지자체, 

지자체 주택청, 기타 비영리 및 자선 단체에 주택 당 최대 4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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