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사용 중인 367채의 주택에 대한 건설, 복구 및 개조 지원에 

750만 달러 보조금 발표  

  

NYSHCR의 저가 주택 소유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된 보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에서 소득 조건을 갖춘 367가구의 주택 

건축, 복구 및 개조에 7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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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의 인솔하에, 이 프로그램은 10,400채 이상의 주택 건설 또는 보수에 

1억 9,8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뉴욕시민에게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보조금으로 우리는 모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주민들이 안전하고 

품위 있으며 저렴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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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 제작 주택을 포함하는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 콘도미니엄 아파트 또는 조합 

주택을 포함하여 판매를 위해 새로운 자가 주택을 건설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HC 보조금은 367가구의 주민들이 그들이 누려야 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비영리 파트너 덕분에 우리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번영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 전체 구역의 저렴한 주택 소유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원 내용:  

  

뉴욕시뉴욕시 리빌딩 투게더(Rebuilding Together NYC)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여 킹즈, 

퀸즈, 리치몬드, 브롱크스 및 뉴욕의 카운티들에 흩어져 있는 50채 가량의 주택 개선을 

지원.  

  

롱아일랜드  

• 롱아일랜드 하우징 파트너십 주식회사(Long Island Housing Partnership, 

Inc.)에 176만 달러를 지원하여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80채가량의 단독 주택에 대한 매수와 복구를 지원.  

센트럴 뉴욕  

• 홈 헤드콰터스(Home Headquarters)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오논다가 

카운티의 시러큐스 시에 흩어져 있는 98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선을 지원.  

서던 티어  

• 델라웨어 오퍼튜니티즈 주식회사(Delaware Opportunities, Inc.)에 

600,000달러를 지원하여 델라웨어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15채가량의 

주택에 대한 매수와 복구를 지원.  

• 엠아크 프로젝트 주식회사(M-ARK Project, Inc.)에 290,000달러를 

지원하여 델라웨어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10채가량의 주택에 대한 매수와 

복구를 지원.  

주도 지역  

• 올버니 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부서(City of Albany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300,000달러를 지원하여 

올버니 카운티의 올버니 시 지역에 흩어져 있는 1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 렌셀러 카운티 주택공사(Rensselaer County Housing Resources)에 

250,000달러를 지원하여 렌셀러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2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노스 컨트리  

• 스노우벨트 주택공사(Snow Belt Housing Company, Inc.)에 

300,000달러를 지원하여 루이스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3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 프렌즈오브노스컨트리(Friends of the North Country)에 200,000달러 

지원하여 클린턴과 프랭클린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14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웨스턴 뉴욕  

• 치크터와거 타운(Town of Cheektowaga)의 커뮤니티 및 경제개발 

사무실(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fice)에 450,000달러 

지원하여 이리 카운티의 치크터와거 타운에 흩어져 있는 3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핑거 레이크스  

• 마켓뷰하이츠협회 주식회사(Marketview Heights Association, Inc.)에 

350,000달러를 지원하여 먼로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10채가량의 주택에 

대한 매수와 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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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