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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숙문제 해결 및 저렴한 주택공급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을 뉴욕주 예산편성부서에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향후 5년동안 저렴하면서 지원 대상에 속한 10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에 앞서 20억 달러를 지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Robert Mujica 

뉴욕주 예산편성부서 담당관에게 오늘 지시했습니다. 체결된 합의서는 현재 뉴욕주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계류 중입니다. 

 

“이 합의서는 뉴욕주에서 노숙문제 및 저렴한 주택공급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결실로 중요한 미래로의 전진을 의미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렴하면서 지원 대상에 속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뉴욕주 최고 규모의 

공약이 실행될 경우, 뉴욕주민 수십만명이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에 저와 함께 동참해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해 주기를 

뉴욕주 의회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혁의 혜택을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역사적인 투자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2016년 연례 뉴욕주 연설에서, Cuomo 주지사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주에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200억 달러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및 하원이 양해각서 (MOU)에 대해 승인을 할 경우, 주지사의 

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계획에는 10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전용될 100억 달러 기금과 지원 대상에 속한 신규 

영구 주택 6천채와 응급 침대 1천개를 확보하고, 노숙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함으로써 노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될 100억 달러 기금이 포함됩니다. 

오늘 서명된 이 양해각서로 모든 뉴욕주민이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뉴욕주의 종합적인 목표를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로, 뉴욕주에 

새롭고 저렴하면서 지원 대상에 속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6년-17년 뉴욕주 

예산에 할당된 기금 20억 달러 전체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승인된 양해각서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건설공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노년층을 위한 주택, 중산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대상 주택을 짓는데 사용될 중요한 신규 투자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구와 



지리적 영역의 범위를 아우르는 새로운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최고 14억 

달러의 기금.  

 보존대책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뉴욕주 

북부지역 지역사회의 공공 주택 기관들과 같은 자산들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최고 56,500만 달러의 기금. 뉴욕주에서 

승인한 NYCHA 관련 프로젝트 및 개선방안을 위해서 지정될 최고 1억 달러의 

기금. 이것은 NYCHA의 현재 뉴욕주 기금에 1억달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택소유권 새롭게 제작되는 주택 프로그램과 차압위기에 놓인 가정이 있는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기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새로운 주택과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 5,400만 달러의 

기금. 

 지역사회 활성화대책 뉴욕주 전 지역의 다운타운과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최고 1,000만 달러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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