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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핑거 레이크스에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 256 채 건설 및 유지를 지원하는
1,400 만 달러의 지원금에 대해 발표

뉴욕주 전역에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 2,185 채를 제공할 1 억 7,500 만 달러 투자 중 일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256 채를 짓거나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단지 4 곳에 1,400 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에서 2,185 채 이상의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를 짓거나 보존하고 뉴욕 10 개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1 억 7,540 만 달러 중 일부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투자는 지역의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핑거호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프로젝트를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투자활동으로 가족, 재향군인, 노인,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짓고 보존함으로써 주 모든
지역사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뉴욕 전역에서 전략적으로 인근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 다음 세대가 살기에 더욱 활기찬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금은 주 전역에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짓고 유지하려는 주정부의 활동 중 일부입니다.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이 합리적 가격의, 질 높은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해당 투자는 노숙을 없애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에 합리적인
지원형 주택을 지으려는 200 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주택 계획에 포함됩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은 주정부의
전례가 없는 200 억 달러 규모의 5 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100,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과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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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통합 기금
지원(Unified Funding Application)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 지역에서
프로젝트 기금을 모읍니다.
핑거 레이크스에서의 지원은 지역 전역에 걸친 지역사회에서 지원 및 노인 주택 공급을
확장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지원 내용:
•
•
•
•

르로이(Le Roy)의 라 로사 빌라 지역 마을 중심가와 교통편이 인접한 곳에 노인을
위한 60 가구의 적정 가격 아파트 형성을 위해 630 만 달러.
세네카 폴스(Seneca Falls) 타운의 스탠튼 미도우 아파트(Stanton Meadows
Apartments), 118 가구의 적정 가격 아파트 보존을 위해 250 만 달러.
캐넌다이과 타운의 저소득층 가족과 노인, 노숙자를 위한 해피니스 하우스
II(Happiness Houses II)에 30 가구의 적정 가격 및 지원 주택 형성에 170 만 달러.
높은 수준의 교육구에 위치한 스웨덴 타운의 프랜시스 아파트 II(Frances
Apartments II)에 48 가구의 적정 가격 아파트 형성에 340 만 달러.

주 전역의 기금 수여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투자는 주 전역에
수여되는 1 억 7,500 만 달러 중 일부입니다. 이는 Cuomo 주지사님께서 2011 년 이래
뉴욕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가속도와 전례 없는 자원을 바탕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주정부는 가격이 합리적인 지원형 주택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숙 문제를 줄이고 주변을 활성화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Brian Kavanagh 상원의원 겸 상원 주택 위원회(Senate Housing Committe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주 전역의 뉴욕 주민이 질 좋고 안전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통일 지원금 수여(Unified Funding awards)
발표는 우리 지역사회를 활성화함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가격이 합리적인 주택을 짓고 보존하며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Pam Helmi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의 안전한 주택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의 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이 적절한 주택을 가질 때,
그들은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공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장 및 성공을 위해서 적절한 가격의
든든한 주택이 필요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세네카 폴스에 적정

가격 주택을 보존하고 캐넌다이과에 지원 주택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내의
근로 가정, 노령 주민 및 다른 주민들을 위한 주택 옵션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 의해 시행되는 이 투자는 세네카 폴스와 제네바 지역에 매우 중요하며
흥겨운 일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을 지원할뿐 아니라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대신하여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스탠튼 미도우 아파트와 해피니스
아파트 II 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Robert Ortt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웨덴 지역의 프랜시스 II 프로젝트는
중요한 적정 가격 주택 필요를 충족하면서 지역의 성공적인 계획과 경제 발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적정
가격 주택을 제공받아 독립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이 주택의 25%가 이분들을
지원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Mike Ranzenhof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의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르로이가 노인 주택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노인을
위한 적정 가격 주택을 형성을 지켜보게 되어 기쁩니다. 노인들은 계속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Brian Kolb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성공을 위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때 지역사회는 번창하게 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적정 가격 주택이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자로서 우리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적정 가격
주택은 록랜드부터 이리 카운티까지 모든 지역에 필요하며 핑거 레이크스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이 투자가 해당 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이 지역
거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주민에게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Steven Cymbrowitz 하원의원 겸 하원 주택 위원회(Assembly Housing Committe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지원형
주택을 만들고 보존하려는 주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을 진전시킵니다. 이 프로젝트로
노인, 청년, 기타 뉴욕 주민이 활기차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남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 년부터 이미 61 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발생 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 년 12 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 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 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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