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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자가 주택 338 채의 복구 및 수리를 위한 기금 580만
달러에 대해 발표

현재까지 9,000채가 넘는 주택을 짓거나 개보수하기 위해 약 17,400 만 달러를 지급한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소득 자격 조건에 맞는 338 가구의
주택을 건설, 복구, 개보수하기 위한 5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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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은 9,000채가 넘는 주택을 짓거나 개보수하기
위해 약 17,400 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주 모든 지역의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며 알맞고 저렴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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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양질의 주택은 가족 및 지역사회의 경제력을
향상시킵니다. 저렴한 주택 소유 프로그램 (Affordable Home Ownership Program)은
근면한 근로계층 가정이 주택 소유에 대한 꿈을 이루게 돕고, 보다 안정되고 더욱 활기찬
지역이 되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Cuomo 주지사님이 모든

뉴욕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약 실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소재 89 가구에 약 180만 달러 지원.
•

•

•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의 산재한 지역에 위치한 주거시설 약 39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카타라우구스 커뮤니티 액션 주식회사 (Cattaraugus Community
Action, Inc.)에 지급한 지원금 75만 달러
셔터쿼 카운티의 제임스타운 시에 산재한 지역에 위치한 주거시설 약 16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과 평등을 위한 시민의 기회 주식회사 (Citizen’s
Opportunity for Development and Equality, Inc.)에 지급한 지원금 40만 달러
제임스타운 시와 셔터쿼 카운티에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4채의 매입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과 평등을 위한 시민의 기회 주식회사 (Citizen’s
Opportunity for Development and Equality, Inc.)에 지급한 지원금 14만 달러
이리 카운티 버펄로 시 서쪽의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30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버펄로 네이버후드 스테이블러제이션 (Buffalo Neighborhood
Stabilization Co., Inc.) 사에 지급한 지원금 5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소재 73 가구에 160만 달러 지원.
•

•

•

제네시, 먼로, 올리온스 카운티에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10채의 매입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기회 개발공사 (Rural Housing Opportunities
Corporation)에 지급한 지원금 35만 달러
먼로 카운티에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25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켓뷰
하이츠 어소시에이션 주식회사 (Marketview Heights Association, Inc.)에 지급한
지원금 75만 달러
먼로 카운티의 로체스터 시에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38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웍스 로체스터 주식회사 (NeighborWorks Rochester, Inc.)에
지급한 지원금 491,000 달러

뉴욕시 소재 120 가구에 80만 달러 지원.
•

리치먼드 카운티에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120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스태튼 아일랜드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of Staten Island) 사에 지급한 지원금 80만 달러

모호크 밸리 소재 29 가구에 766,000 달러 지원.
•

오네이다 카운티의 유티카 시에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14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유티카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주식회사 (Utica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에 지급한 지원금 49만 달러

•

풀턴 카운티의 산재한 지역에 위치한 주거시설 약 15채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풀턴 카운티 커뮤니티 헤리티지 개발공사 (Fulton County Community Heritage
Corporation)에 지급한 지원금 276,000 달러

센트럴 뉴욕 소재 20 가구에 60만 달러 지원.
•

오논다가 카운티의 산재한 지역의 주거시설 약 20채의 매입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논다가 카운티 지역사회 개발 부서 (Onondaga County Community
Development Division)에 지급한 지원금 60만 달러

서던 티어 소재 7 가구에 28만 달러 지원.
•

톰킨스 카운티의 이타카 시의 타운하우스 약 7채의 신축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이타카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 주식회사 (Ithaca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에 지급한 지원금 28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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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