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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000여채의여채의여채의여채의 저렴저렴저렴저렴 주택을주택을주택을주택을 위한위한위한위한 1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중저 소득 뉴욕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주택을 건축, 개선 

및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 110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우선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기 집을 지키며 저렴 주택을 위한 현지 기회를 확대하도록 돕기 

위해 주 전역의 10개 지역에 걸쳐 61건의 보조금이 지자체와 비영리단체에 

교부되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품위 있는 곳에 살 권리가 있는데, 이 보조금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주민들 중 일부가 독립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거주하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파트너들 및 단체와 계속 

협력하여 저렴 주택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역에 더 튼튼한 커뮤니티를 건설할 것입니다.”  
 

카운티, 시, 타운 및 빌리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들도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과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주택 소유와 주택 재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주택소유자는 자신의 지자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소득 기준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을 위한 적격성을 심사받을 것입니다. 
 

보조금은 가정지역사회갱신과의 다음 4가지 저렴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 저렴 주택 소유권 개발 프로그램, 이 기관의 Affordable Housing 

Corporation이 시행; (2) 주택 접근권; (3) 고비용 Medicaid 수혜자를 위한 주택 접근권 

프로그램, (4) 고령자에게 수리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 비상 서비스(RESTORE).  
 

저렴저렴저렴저렴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권소유권소유권소유권 개발개발개발개발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저렴 주택 소유권 개발 프로그램은 약 439채 주택의 신규 건설, 재활 및 개선을 위해 

740만 달러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공공 및 민간 보조금 1650만 달러를 

일으켰습니다. 보조금은 Niagara, Chemung, Schenectady, 뉴욕시 및 Port Jervis의 

커뮤니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주택주택주택주택 접근권접근권접근권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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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접근권 프로그램에 의거 135만 달러의 보조금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중저 

소득자들이 거주하는 119채 주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부되었습니다. 이 보조금도 

다른 자원에서 $750,000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주택 접근권 보조금은 Saratoga, 

Tompkins, Queens, Erie, 및 Ontario 카운티에 교부되었습니다.  
 

주택 접근권은 현지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지방 자치 단체와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주택 

소유자와 임대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중저 

소득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주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과 과장/CEO Darryl C. Tow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영리 및 지자체 파트너들은 그들 지역사회의 경제 고동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들 각각의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와 주택 기회의 중요한 

추진체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이러한 주택 개선 및 주택 소유 프로젝트는 

감당성을 보호하고 확장하여 주민들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지역 정체의 결속을 유지 및 강화할 것입니다.” 
 

고비용고비용고비용고비용 Medicaid 수혜자를수혜자를수혜자를수혜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주택주택주택주택 접근권접근권접근권접근권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신규 고비용 Medicaid 수혜자를 위한 주택 접근권 프로그램에 의거 주 

가정지역사회갱신과는 주택 접근권 프로그램 확장을 지원하는 노력을 조율하여 

장애인과 함께 사는 Medicaid 수혜자를 위한 지원으로 87 가구에 $975,000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약한 Medicaid 장애인 수혜자를 위해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환경에서 지속적인 독립성을 증진하고 수혜자가 

시설 보호로 옮겨갈 가능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보조금은 Finger Lakes, 

뉴욕주 중부 지역, Southern Tier 및 Mid-Hudson 지역에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고니즈 Medicaid 수혜자들을 위해 보건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건강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보조금으로 16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재원이 조성됩니다.  
 

고령자에게고령자에게고령자에게고령자에게 수리를수리를수리를수리를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주거지주거지주거지주거지 비상비상비상비상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RESTORE) 
 

전주적으로 총 130만 달러 이상의 RESTORE 보조금이 상당한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산출할 지자체와 비영리단체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384명의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개선하며 추가로 공공 및 민간 자금 520만 달러를 일으킬 

것입니다.  
 

RESTORE 프로그램 보조금은 현지 프로그램 시행자로 일하는 지자체와 비영리단체를 

통해 지원됩니다. 그것은 적시에 수리를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이 소유한 주책의 위험한 

상황을 제거하도록 긴급 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RESTORE 보조금 수령 기관은 모두 

10개 지역의 35개 카운티 또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역별 보조금 내역: 
 



 

Korean 

지리적지리적지리적지리적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지원지원지원지원 

건수건수건수건수 

주택주택주택주택 

수수수수 

총액총액총액총액 $ 

주도 지역 9 147 1,000,000 

뉴욕주 중부 지역 7 87 600,000 

Finger Lakes 5 96 435,000 

Long Island 2 30 850,000 

Mid-Hudson 6 62 725,000 

Mohawk Valley 2 26 100,000 

North Country 3 34 400,000 

Southern Tier 8 187 2,150,000 

뉴욕주 서부 지역 11 217 3,075,000 

NYC 8 143 1,775,000 

합계합계합계합계: 61 1029 11,110,000 

전체 보조금 리스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nyshcr.org/Funding/Awards/OCRLocalProgramAwards.pdf.  

 

이 노력은 주지사의 10억 달러 House NY 프로그램을 토대로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2018년까지 수 천 채의 새 주택을 창조하며 적어도 15년 동안 저렴 주택에 최대의 투자를 

합니다. 또한 House NY은 Mitchell-Lama 주택 수 천 채를 보존하여 감당성을 40년간 

연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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