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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7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좀비좀비좀비좀비 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을을을을 근절하여근절하여근절하여근절하여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소유소유소유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 주택을주택을주택을주택을 개조하기개조하기개조하기개조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1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중저중저중저중저 소득소득소득소득 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 비어비어비어비어 있는있는있는있는 노후노후노후노후 주택을주택을주택을주택을 구입구입구입구입 및및및및 개조하도록개조하도록개조하도록개조하도록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동네동네동네동네 
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위한위한위한위한 2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기존기존기존기존 적격적격적격적격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자들의소유자들의소유자들의소유자들의 개조개조개조개조 지원에지원에지원에지원에 27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전국전국전국전국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의소유의소유의소유의 달에달에달에달에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Finger Lakes, Hudson Valley, Long Island 및및및및 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 커뮤니티들을커뮤니티들을커뮤니티들을커뮤니티들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NRP 

출범출범출범출범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신규 주택 매입자들이 “좀비” 부동산을 구입 및 

개조하도록 돕고 기존 중저 소득 주택 소유자들의 대수리 및 개조를 지원하기 위한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동네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주택을 재활, 수리 및 개선하기 위해 주 전역의 비영리 단체와 지자체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은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부를 통해 제공됩니다. 

 

“버려지고 담보권이 실행된 ‘좀비 부동산’은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고 전체 커뮤니티의 

경제적 건강과 공공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새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이러한 동네 마름병을 근절하고 더 많은 뉴욕주민들이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네동네동네동네 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가정지역사회갱신부의 동네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중저 소득 뉴욕주민들을 위해 최대 

500채의 차압되고 버려진 주택의 구입 및 개조를 재정 지원할 것입니다.  

 

새 NRP는 마름병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및 동네의 쇠퇴를 막고, 부동산을 세금 명부에 

회복시키고 지자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수익을 커뮤니티에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어 있는 버려진 부동산의 영향을 특히 더 많이 받는 

저소득 커뮤니티의 건전성과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NRP는 HCR의 뉴욕주 모기지국이 관리합니다. 데이터를 이용하고 지역 비영리 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SONYMA는 주택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조율된 지역 정부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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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좀비 부동산의 밀도가 높은 대상 커뮤니티 6군데를 식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주택 소유를 지탱하는 소유자-점유율, 주택 소유 상담 및 추가 차액을 

제공하는 노련한 비영리 주택 기관과의 튼튼한 제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에서 SONYMA는 노련한 부동산 전문가, 비영리 주택 기관 및 모기지 제공 

기관과 협력하여 적격 부동산을 식별 및 마케팅하고, 적격 구매자들을 파악하며, 개조의 

범위 및 비용을 판단하여, 모기지를 짤 것입니다. 지역 비영리 주택 소유 상담 기관들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돕고, 주택 구매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유망 구매자를 사전 

선별하고, 추가 가용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개조가 

건축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SONYMA는 또한 유망 구매자들이 NRP를 

통한 자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주택 구매자 교육반을 이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JPMorgan Chase 화해 기금 2200만 달러로 충당되는 NRP 주택 구입은 SONYMA의 

구입 개조 모기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격 중저 소득 구매자는 이 모기지를 통해 

주택 개조를 위해 최대 20,000 달러의 추가 자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으며, 모기지 

납부금은 증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탕감됩니다. 이 자금은 다른 보조금이나 

교부금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개조 경비, 허가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검사료 및 

비상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커뮤니티들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 주도 지역: Troy 재활 및 개선 프로그램  

• Finger Lakes: Greater Rochester Housing Partnership 

• Hudson Valley: RUPCO, PathStone 및 시골 개발 자문협의회 

• 롱아일랜드(Long Island): Long Island Housing Partnership and CDC Long Island 

• 뉴욕시: Center for New York City Neighborhoods, NHS and Restored Homes 

HDFC 

NRP는 작년에 발표된 버려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진 은행 및 모기지 회사들을 위한 

업계 모범 관행을 지정한 주지사 프로그램의 성공을 토대로 합니다. 프로그램 조건에 

의거, 버려지고 비어 있는 주택은 은행 및 모기지 회사도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의 주 

등록부에 포함을 위해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지역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추적하고 해결하여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존기존기존기존 취약취약취약취약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주들이소유주들이소유주들이소유주들이 자택을자택을자택을자택을 수리수리수리수리, 개선하여개선하여개선하여개선하여 머물도록머물도록머물도록머물도록 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Cuomo 지사는 또한 노인, 퇴역군인, Medicaid 수령자, 장애인, 저소득 가정 및 

저소득층의 주택을 보수하고 개선하기 위한 주 및 연방 보조금 270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 HCR(Home and Community Renewal)이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당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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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활, 주택 소유, 제작된 주택 교체, 우물 및 정화조 교체, 중저 소득 개인 및 

가족 대상 횡적 연결 지원을 위한 NYS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1500만 달러. 

• 기존 소유자 점유 또는 저소득 장애 제대자가 점유한 임대 주택의 영구적 접근 

가능성 수정을 위한 제대자 주택 접근성 기금 600만 달러.  

• 기존 소유자 점유 또는 저소득 장애인이 점유한 임대 주택의 영구적 접근 가능성 

수정을 위한 주택 접근성 프로그램 보조금 100만 달러. 

• 기존 소유자 점유 또는 Medicaid 지원도 받는 저소득 장애인이 점유한 임대 

주택의 영구적 접근 가능성 수정을 위한 Medicaid 수혜자 주택 접근성 프로그램 

보조금 100만 달러. 

• 저소득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비상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RESTORE 

프로그램 보조금 390만 달러. 

기존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은 6월 27일에 시작됩니다. 상세 정보와 

신청을 원하시면 http://www.nyshcr.org/Funding/Awards/를 방문하십시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Dan Donovan 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taten Island와 South Brooklyn이 

회복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동네들의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버려진 주택들은 이웃들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Sandy로 황폐화된 

커뮤니티의 소생에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본인은 이 

문제를 우선 순위로 삼아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하원하원하원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에너지통상위원회의에너지통상위원회의에너지통상위원회의 선임위원인선임위원인선임위원인선임위원인 Eliot Engel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좀비 주택은 본인 지역구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종 어질러진 이러한 토지는 

주변 집값을 떨으뜨리고 커뮤니티 발전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달러가 우리 동네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부담 없는 주택 소유는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원 지출 법안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NYS 가정지역사회갱신부의 동네 재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방 

보조금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소위 “좀비 주택”은 우리 커뮤니티의 마름병인데 이러한 

투자는 주택 소유주들이 자택을 수리 개조하여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Middletown과 Hudson Valley 

전역의 본인 이웃들은 종종 불안전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고갈시키는 버려진 “좀비” 

주택의 부담을 견디기 위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와 협력하여 우리는 근면한 

뉴욕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구입하도록 도우면서 버려지고 위험한 주택을 일소하여 지역 

발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동네들의 버려진 

주택이라는 마름병 지속을 해결하기 위한 오늘의 새 보조금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증대는 우리의 최상위 우선순위입니다. 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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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에서 Cuomo 지사의 파트너십에 감사하며, 그것은 또한 지역 가족들에게 

필요한 집 수리 및 개조를 돕고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Louise Slaughter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좀비 주택은 종종 우리 동네들의 

마름병과 주요 건강 및 안전 우려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Rochester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버려진 주택이라는 전국적 전염병을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인은 

이 보조금이 비어있고 버려진 주택을 개조하고,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도 지역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렴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웃 관리는 더욱 혁신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NRP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진보 위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노후 주택을 구입하여 재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더 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지사가 이 발표를 하여 

기쁘며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이 중요한 보조금을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연방 

수준에서 그의 사무실과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Lee Zeldi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정, 특히 생활비가 너무 

높은 Long Island 주민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ong Island의 “좀비” 

주택을 수리하고 저렴 주택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확대는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뒷받침해준 것을 

본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원상원상원상원 민주당민주당민주당민주당 원내총무원내총무원내총무원내총무 Andrea Stewart-Cousin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동네들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것은 Cuomo 지사와 본인이 공유하는 오랜 

우선순위입니다. 동네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뉴욕주민들이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커뮤니티는 다시 점유되는 주택들에 의해 

재활성화되며 추가 세수는 고전하는 지역 정부의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이는 많은 

차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원상원상원상원 주택건설지역사회개발위원회주택건설지역사회개발위원회주택건설지역사회개발위원회주택건설지역사회개발위원회 의장의장의장의장 Betty Little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내집 

마련은 많은 사람의 꿈입니다. 이미 집을 소유하지만 제한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 집을 거주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꾸준한 원천입니다. 

본인의 의회 동료들과 본인이 Cuomo 지사와 협력하여 두 전선에서 대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좀비 주택이 만연한 커뮤니티에서 그 재앙을 

해결하여 마름병 대신에 주택 소유 기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수리, 개선하여 머물도록 돕기 위해 수 백만 달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제공할 마음의 평화는 소중합니다.” 

 

가정지역사회갱신국장가정지역사회갱신국장가정지역사회갱신국장가정지역사회갱신국장 James S. Rubi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목표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원하는 동네에서 집을 구입하여 소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좀비 주택이 커뮤니티에 전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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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및 인간적 스트레스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부는 주 전역에서 

차압 위기가 가장 심한 동네들의 건물 수 백채에 직접 재투자하기 위해 동네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창설하였습니다. NRP를 통해 우리는 비영리 단체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주택을 복원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적격 유망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개조 및 모기지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 덕분에 우리는 커뮤니티를 

재건하고 잠식해 오는 마름병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금융서비스부금융서비스부금융서비스부 부장부장부장부장 대행대행대행대행 Maria T. Vull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와 

HCR은 뉴욕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여 좀비 주택을 저렴 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커뮤니티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DFS가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대다수의 은행 및 모기지 회사들과 

조율하여 비어 있고 버려진 주택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정비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모범 관행 위에서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새 차수의 보조금은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소유자 점유 주택을 건축, 재활 및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적격인 5900만 달러를 토대로 합니다. 신청 마감은 7월 8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R과 신규 보조금은 적정 가격대의 주택 및 커뮤니티 갱생을 약속한 Cuomo 지사 

공약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종합적인 뉴욕주 주택 및 무주택 활동 계획에 편성된 2016-

17년도 뉴욕주 예산 2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개년에 걸쳐 1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에서 100,000채의 적정 가격대의 주택을 건설 및 

보존할 것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무주택 활동 계획으로는 6,000개의 새로운 지원 

주택 침대, 1,000개의 비상 침대, 다양한 노숙 해결 확대 서비스의 창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동네 재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sonyma.org를 방문하거나 

1-800-382-466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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