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역에 271개 가정집 건설과 복구에 740만 달러 지원 발표 

  

현재까지 9,700 이상의 주택 건축 혹은 개조에 1억 9,200만 달러 가까이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에 있는 271가구의 소득 조건을 갖춘 가정에 

주택 건축, 복구 및 개조 지원금 740만 달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이미 

주 전역에서 9,700채 이상의 주택 건축 혹은 개조에 1억 9,200만 달러 가까이 지원한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 복구 저렴한 주택 소유자 개발 프로그램(Homes and 

Community Renewal Affordable Home Ownership Development Program)을 통하여 

지원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주택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유지함에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보조금들은 

우리 주민들이 생존하고 강해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주 전역의 가정들이 품위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데 뉴욕이 계속하여 필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합니다.” 

  

지역별 보조금 지원 

  

주도 지역 

 사우스 앤드 주택 개조 회사(South End Improvement Corporation)에 

550,000달러를 지원하여 올버니시(City of Albany), 올버니 (Albany)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2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스키넥터디의 커뮤니티 랜드 신탁회사(The Community Land Trust of 

Schenectady)에 400,000달러를 지원하여 스키넥터디시(City of 

Schenectady), 스키넥터디 (Schenectady)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1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갈반 주택공사(Galvan Housing Resources)에 400,000달러를 지원하여 

컬럼비아 (Columbia)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2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리빌딩 투게더(Rebuilding Together), 사라토가 (Saratoga) 카운티에 

300,000달러를 지원하여 사라토가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15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웨스턴 뉴욕 

 West Side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에 600,000달러를 

지원하여 버펄로시(City of Buffalo), 이리(Erie)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2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Rural Revitalization Corporation에 300,000달러를 지원하여 

카타라우구스(Cattaraugus), 이리 남부 및 야오밍(Wyoming) 카운티 일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18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Southtowns Rural Preservation Company, Inc.에 250,000달러를 지원하여 

이리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25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Community Actions of Orleans and Genesee에 200,000달러를 지원하여 

올리언스(Orleans)와 제네시(Genesee)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24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미드 허드슨 밸리 

 Putnam County Housing Corporation에 200,000달러를 지원하여 

퍼트넘(Putnam) 카운티 지역에 흩어져 있는 10채가량 가구의 주택 개조를 

지원. 

  

뉴욕시 

 Habitat for Humanity New York City, Inc.에 2,280,000달러를 지원하여 

브롱크스(Bronx) 카운티의 월리엄스브릿지(Williamsbridge) 구역에 있는 

틸던가(Tilden Street) 839-843번지에 새로 57채 주택 건축. 

 Restoring Communities Housing Developing Fund Corporation에 

1,120,000달러를 지원하여 뉴욕 카운티에 있는 웨스트 105번가 107번지와 

암스테르담가 981번지에 28채 주택의 구매와 복구를 지원. 

 Bronx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CDC, Inc.에 800,000달러를 

지원하여 브롱크스 카운티에 흩어져 있는 24채가량 주택의 구매와 복구를 

지원. 

  



이 지원금은 기존의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콘도 또는 조합 주택에 대한 개선,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 콘도 또는 조합 주택을 포함하여 소유자가 있는 주택 구매와 복구 후 

판매, 황폐한 주택 및 조립식 주택을 포함한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 콘도 또는 조합 

주택을 포함하여 새로운 소유주가 있는 주택 건설 후 판매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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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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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271개의 가정에 

그들이 누려야 할 안전한 주택 환경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비영리 파트너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 계속된 번영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렴한 주택 소유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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