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 컨트리에서 주택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7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에 대해 발표 

 

뉴욕주 전역에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 2,800채를 짓고 보존할 2억 달러의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스 컨트리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기존 주택 단지를 

개보수하고 주민 가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12 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7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기금은 뉴욕주가 뉴욕 전역의 10개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 2,800채를 짓거나 보존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며 경제 

활동에서 11억 달러를 창출하기 위해 수여하는 2억 달러 이상의 일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뉴욕주의 2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및 

노숙자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 전역에서 더 많은 가족과 노령자, 가장 취약한 

여성과 남성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노력이 크게 진척되었습니다. 이 자원은 

지역이 우리 미래 거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더 튼튼하고 더 나은 동네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은 주정부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 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112,000가구의 저렴한 주택과 지원 주택 6,000가구를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및 임대료 안정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합리적 가격의 다가구 주택 개발용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와 저리 대출 신청을 간편히 할 수 있는 2017 통합 기금 

지원(Unified Funding Application)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주 지역에서 

프로젝트 기금을 모읍니다. 

 

http://www.nyshcr.org/Topics/Developers/LowIncome/how-it-works.pdf
http://www.nyshcr.org/Topics/Developers/LowIncome/how-it-works.pdf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에 투자하려 하시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 투자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주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숙자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다운타운에 기회를 주어 활기가 돋게 하며 주 전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에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지역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노스 컨트리에 대한 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보존 

 

새러낵 레이크 빌리지의 헬렌 힐 아파트먼츠(Helen Hill Apartments)를 위한 보조금 70만 

달러 이 개발 프로젝트로 새러낵 레이크 빌리지의 국가 지정 역사 지구에 주민 가정을 

위해 새로 개축된 아파트 12 가구가 제공됩니다. 헬렌 힐 아파트먼츠(Helen Hill 

Apartments)는 두 채의 건물이 1 가구를 위한 1 베드룸 아파트, 7 가구를 위한 2 베드룸 

아파트, 4 가구를 위한 3 베드룸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기존 주택을 보존하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애디론댁 

주택개발공사(Adirondack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가 이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의 기금 수여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뉴욕주 상원 위원회(Senate Housing, Constru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의 위원장인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 가격의 주택은 뉴욕주 전역에서 다양한 지역에 지어지며 

건물을 넘어 공공 및 개인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웰빙과 경제적 기회를 조성하는 

노력입니다.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짓고 보존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주를 구성하는 마을, 

타운, 도시에 투자합니다. 합리적 가격의 주택 기금을 주 예산으로 모으는 데 노력하신 

주지사님,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의회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 주택 위원회(Assembly Housing Committee)의 위원장인 Steven 

Cymbrowit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은 안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편안한 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기금 수여로 직업, 헬스케어, 녹지, 뉴욕주 모든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을 갖춘 질 

좋은 주택을 지을 것입니다.” 

 
### 

 
 

http://www.nyshcr.org/Funding/Awards/UF-2017-Awar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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