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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166채의채의채의채의 주택주택주택주택 개선과개선과개선과개선과 주택소유권주택소유권주택소유권주택소유권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확대하기확대하기확대하기확대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2,2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Rochester 주택주택주택주택,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및및및및 종교종교종교종교 기반기반기반기반 개발개발개발개발 회의에서회의에서회의에서회의에서 더더더더 많은많은많은많은 주택주택주택주택 건립건립건립건립,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이용율이용율이용율이용율 
증대증대증대증대, Finger Lakes 인근인근인근인근 지역지역지역지역 재활성화를재활성화를재활성화를재활성화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260만 달러의 지원금을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과 지자체에 지급하여 1,166채의 주택을 재건, 수리 및 개선하고 

주택소유권을 확보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 

Rochester 주택, 커뮤니티 및 종교 기반 개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회의는 뉴욕주 

정부기관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곧바로 지역에 제공하고, 현지 지역 주민들과 개발 

파트너들이 적정 가격대의 주택을 지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운타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회의와 워크숍 중의 하나입니다. 

 

“뉴욕주는 주택을 개선하고 뉴욕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거의 2,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커뮤니티들을 처음부터 

보다 튼튼하고 활기찬 곳으로 짓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비영리 부문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정 가격대의 주택 건설 기회를 향상시키고 인근 지역을 재활성화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에 맞춰, 오늘 발표한 지원금은 노인, 퇴역군인, Medicaid 수령자, 장애인, 

저소득 가정 및 저소득층의 주택을 보수하고 개선할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지원금은 주택구입자에게 착수금이나 매매 수수료를 지원하고 빈집 인수 및 재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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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newyorkfarmshow.com을 방문하십시오.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오늘 회의는 HCR, 주지사 소속 

OFBCDS(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및 주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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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합이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정신건강부(Office of Mental Health), 

임시장애지원부(Office of Temporary Disability Assistan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포함해 다양한 주정부 소속 기관의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뉴욕주와 관련이 없는 대표들로는 주택개발업체, 비영리단체, 종교 기반 단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주택 개발 기회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좀비 부동산을 

위한 해결책, 건물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 및 자원 확대 방법, 전체적인 주택보유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Joseph Robach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뉴욕주 모든 곳에 거주하는 

뉴욕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지사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지사의 팀은 

우리와 함께 이곳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주의회주의회주의회주의회 다수당다수당다수당다수당 대표대표대표대표 Joe Morelle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과 

커뮤니티 리더인 우리가 뉴욕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뉴욕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써주시고 이처럼 중요한 문제들에 

참모들을 참여시켜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Rochester의의의의 Lovely Warren 시장은시장은시장은시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Rochester에 시간, 에너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쏟아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비영리기관의 파트너와 

종교 기반 파트너들로 구성된 Rochester의 탄탄한 커뮤니티가 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곳의 모든 분들은 오늘 뉴욕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의의의 James S. Rubin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강력한 풀뿌리 협력을 통해서 적정 가격의 주택을 짓고 

보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비영리단체 및 종교 기반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주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Rochester의 기관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정보와 도구를 직접 우리 파트너들에게 주면 이들이 뉴욕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종교종교종교종교 기반기반기반기반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개발실개발실개발실개발실 실장실장실장실장 Karim Camara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종교 

기반 단체는 지역사회, 특히 가장 불우한 분들에게 교육,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주지사는 사회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게 

힘을 북돋우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일부가 청사진, 벽돌, 콘크리트를 볼 수 있지만, 

주지사는 각기 새로운 집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고 존엄 있는 삶을 누릴 사람들을 봅니다. 

이는 최고의 공공서비스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비영리단체의비영리단체의비영리단체의비영리단체의 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 코디네이터인코디네이터인코디네이터인코디네이터인 Fran Barrett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최대의 비영리단체들이 있는 곳입이다. 이들 단체들은 수백 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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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민들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지원금 중에서 53/81—

1,000만 달러는 비영리단체 활동에 지원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비영리단체 

부문이 뉴욕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들의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난 해에 획기적인 비영리협력단체(Nonprofit Coordination Unit)를 

설립했습니다. 오늘 Rochester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비영리단체와 이들이 

봉사하는 커뮤니티에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뉴욕주를 돌아다니시길 기대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도움이 되는 주택 프로그램 개발과 특히 퇴역군인들의 노숙을 종식시키는 

활동을 오랫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주택 및 개발 회의는 오늘 발표된 자원과 함께 

지역 개발회사, 비영리단체 및 풀뿌리 단체가 뉴욕의 노숙인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들이 자신들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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