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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에뉴욕에뉴욕에뉴욕에 임대임대임대임대 주택주택주택주택 지원지원지원지원 기록기록기록기록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자금자금자금자금 조달조달조달조달 수여에수여에수여에수여에 73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House NY은은은은 2018년까지년까지년까지년까지 14,300채채채채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임대임대임대임대 주택주택주택주택 단위를단위를단위를단위를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약속약속약속약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에서 2014년에 9,363채의 임대 주택을 지원한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건설 및 주 전역에 걸쳐 500채 이상의 주택을 대표하는 19개의 임대 

주택 개발의 재활 자금 73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정표는 2018년까지 14,300채 이상의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주지사의 10억 달러House NY 약속으로 조성된 단위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에 안전하고 괜찮은 장소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오늘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는 임대 주택 단지를 위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욕 전체에서 지역 사회와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는 2014년에 임대 주택을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에서 70억 달러 이상을 수여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4억 8600만 달러는 2015-16년 예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은 다음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  13,458의 단위 생성. 

•  13,326 단위 보존. 

•  37,000 이상 단위를 임대 규정으로 환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늘 발표된 730만 달러는 뉴욕에서 500개 이상의 주택의 건설 혹은 재활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특정 임대 주택 수요를 입증한 지방 자치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은 임대 주택 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고, 미래의 주택 소유자는 그 조직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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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수여는 기타 연방, 주, 지역 자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으로 1,250만 달러를 활용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지역 사회 개발 블록 교부금 프로그램, 노인 대상 수리 제공하는 주거 응급 

서비스, 지역 HOME 펀드, 도시 사업 펀드와 날씨 지원 프로그램 펀드. 

 

주지사의 10억 달러 House NY 약속은 10년 이상 가장 큰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입니다. 프로그램의 

일부는 원래 중간 소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 주택으로 건설된 Mitchell-Lama 단위의 수천 개를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주에서는 2,798 단위를 포함하는 House NY에서 40년 이상 그들의 경제성을 

연장하기 위해 35개 개발사 중 10개에 재 융자를 했습니다. 2015-16 예산에서 9,200만 달러는 이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Mitchell-Lama 보존으로 갈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지역사회 재활 위원 및 CEO인 Darryl C. Towns은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HCR은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했고 지역 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임대 

저택을 만들고 보존했습니다. 주지사는 안정성과 경제적 기회의 중요한 동력으로 임대 주택을 

사전에 혁신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 천 명의 뉴욕 시민,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그들이 임대 주택에 대한 더 큰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730만 달러의 자금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 Greene 카운티의 새로 제조된 주택과 9개의 이동 홈 트레일러 단위의 교체를 위한 Catskill 

Mountain 주택 개발 공사에 30만 달러 지원. 

• 흩어져 있는 8개의 단독 가족과 2개의 두 가족의 취득과 재활을 위한 Albany 카운티 농촌 

주택 연합사에 40만 달러 지원. 

• 흩어져 있는 10개의 임대 주택의 재활을 위해 Schenectady 시에 40만 달러 지원. 

• 흩어져 있는 10개의 단독 가족 임대 단위의 취득과 재활을 위한 Albany 카운티 토지 

신탁에 40만 달러 지원. 

• 흩어져 있는 20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위해 Rensselaer 카운티 주택 자원에 25만 달러 

지원. 

 

Mohawk Valley:  

• Otsego 카운티에서 8개의 단독 가족 임대 주택의 취득과 재활을 위해 Oneonta 시에 32만 

달러 지원. 

• 흩어져 있는 23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위해 Fulton 카운티 유산에 34만 1천 달러 지원. 

 

 

 



Korean 

Central New York:  

• Onondaga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30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위해 Southern Hills 보존 

공사에 30만 달러 지원. 

• 흩어져 있는 20개의 임대 단위의 취득과 재활을 위해 Onondaga 카운티 지역사회 

개발부서에 60만 달러 지원. 

• Onondaga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94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위해 Home Headquarters, 

Inc에 90만 달러 지원. 

 

Finger Lakes:  

• Batavia시와 Genesee 카운티 전체에 흩어져 있는 15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위한 

Genesee Valley 농촌 보존 공사에 40만 달러 지원. 

 

Southern Tier:  

• Broome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40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위해 Binghamton 시에 35만 

달러 지원. 

 

Western New York:  

• Erie 카운티의 Buffalo 강 지역에 흩어져 있는 16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위해 Old First 

Ward 지연 사회 협회에 19만 3천 달러 지원. 

 

North Country:  

• Clayton Improvement Association, Ltd.에 27만 5천 달러로 Jefferson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임대 단위의 재활을 도움. 

 

Mid-Hudson:  

• Sullivan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새로 지어진 주택과 10개의 낡은 이동 주택의 

교체를 위해 Fallsburg 타운에 35만 달러 지원.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Long Island):  

• Suffolk 카운티에 6개의 단독 가족 주택의 신축을 위해 Long Island의 지역 사회 개발 

공사에 24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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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 흩어져 있는 105개의 주택 단위의 재활에 Staten Island의 이웃 주택 서비스에 60만 달러 

지원. Superstorm Sandy의 영향을 받은 주택들에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 Bronx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76개의 협동 단위의 재활을 위해 North Bronx의 이웃 주택 

서비스에 40만 달러 지원. 

• Brooklyn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임대 주택의 취득 및 재활을 위해 뉴욕 시 Neighborhood 

주택 서비스에 30만 달러 지원.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국가정지역사회갱신국가정지역사회갱신국가정지역사회갱신국 소개소개소개소개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임대 주택 공사(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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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cy), 뉴욕주 모기지 에이전시(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주택 신탁기금 공사(Housing 

Trust Fund Corporation) 등 뉴욕주의 모든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 사회 갱신은 뉴욕 주에서 220,000개 이상의 단위를 모니터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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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