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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억 5천만 달러 미드 허드슨 모멘텀 펀드, 지역을 위해 복합 용도 주거 

시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 발표  

  

뉴욕 하우징 컴팩트 안을 보완합니다 - 이 주지사의 제안이 뉴욕의 새로운 주거 위기에 

대처하고 향후 10여 년 동안 800,000가구를 건설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여기에서 받으세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팬데믹으로 인한 최근의 지역 전체 인구 증가에 따라 

커뮤니티가 증가하는 인프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미드 허드슨 지역 전반에서 복합 

용도 주거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인 미드 허드슨 모멘텀 펀드의 세부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시행할 주지사의 예산 제안과 새 자금은 지역 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주거 시설 공급을 늘리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미드 허드슨 지역에 대한 중대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인 미드 허드슨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를 주도하고 새로운 주민과 방문객을 맞아온 

우리 주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미드 허드슨 모멘텀 펀드는 이 지역에서 

주거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주거 시설 공급을 하며 지역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 인프라를 육성함으로써 가족, 근로자, 사업체, 관광객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미드 허드슨 모멘텀 펀드의 시행으로 주민, 근로자, 

관광객은 거주하고 일하며 관광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는 선택권을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절실히 요구되는 복합 용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도와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미드 허드슨 지역은 지난 2년 동안에만 33,000명 이상의 신규 주민이 이주해오면서 

관광객과 신규 주민들 모두에게 가장 인기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해 지역 주거 시설 

가용성이 1퍼센트 미만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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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의 미드 허드슨 모멘텀 펀드는 미드 허드슨 주거 시설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복합 용도 주거 시설 및 필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IDA 및 LDC를 포함한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지자체 및 공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은 2백만 달러 내지 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함께 복합 용도 주거 시설 

구축 프로젝트 및 핵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균등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50퍼센트 자금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자하면 본 지원금이 같은 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ES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본 자금이 개설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알림을 받기 위해 다음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SD.ny.gov/momentum.  

  

미드 허드슨 모멘텀 펀드는 향후 10년 동안 8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뉴욕의 

기록적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2023년 뉴욕주 방침에서 발표한 Hochul 

주지사의 주 전체 전략을 보완합니다. 종합적이고 병렬적 전략인 뉴욕 하우징 

컴팩트에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주거 시설을 증대하기 위한 지역 참여 요건과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주 전 지역이 이러한 긴급한 위기를 다 같이 해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본 계획은 또한 MTA 철도역이 있는 지자체가 더 밀도가 높은 주거 지역 

개발을 위해 구역을 조정토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www.esd.ny.gov).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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