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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시에서뉴욕시에서뉴욕시에서뉴욕시에서 중독중독중독중독 문제로문제로문제로문제로 힘겨워하는힘겨워하는힘겨워하는힘겨워하는 가정의가정의가정의가정의 오랜오랜오랜오랜 노숙노숙노숙노숙 생활을생활을생활을생활을 해결하기해결하기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175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영구영구영구영구 지원지원지원지원 주택으로주택으로주택으로주택으로 보다보다보다보다 심각한심각한심각한심각한 중독을중독을중독을중독을 낳는낳는낳는낳는 악순환의악순환의악순환의악순환의 고리를고리를고리를고리를 끊고끊고끊고끊고 보다보다보다보다 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조성하다조성하다조성하다조성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마약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힘들어하는 노숙 가정을 대상으로 뉴욕시에 

영구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17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화학물질 의존으로 

힘들어하는 식구가 있는 노숙 가정을 위한 지원 주택을 포함해 커뮤니티 치료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주 OASAS(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를 통해 제공됩니다. 

 

“영구 지원 주택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가정의 노숙 생활 기간을 깨뜨리는 데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 가정이 육체적 및 정서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고 일반적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우리는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노숙자와 가정을 위해 뉴욕시가 안정된 주택 옵션 공급량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혁신적이고 정감 있는 커뮤니티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첫 번째 우선사항은 뉴욕주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의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족입니다. 여성 및 그 자녀를 위해 마련된 OASAS 인증 집중 거주 시설에서의 

치료 과정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여성의 가족을 포함해 다른 임시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족들도 이 우선순위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뉴욕 III(NY/NY III) 하우징 프로그램의 한 요소인 가족에게 지원되는 영구 지원 

주택 지원금의 3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임대 보조금,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 일자리 개발, 고용 

카운셀링 서비스, 직접 서비스 요원의 임상적 감시가 포함됩니다. 임대 보조금은 1인실, 2인실, 

3인실 아파트에 대한 HUD 공정시강 임대율을 바탕으로 합니다. 

 



Korean 

“마약과 알코올 중독은 노숙의 주요 원인입니다”라고 Arlene González-Sánchez OASAS 장관이 

말했습니다. “악순환이죠. 사람들과 가족들이 노숙 생활을 오래할수록 이들의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안전하고, 가용할 수 있고 안정된 최저 생활 임금 고용은 성공적인 장기적인 회복에 

중요합니다.”  

 

NY/NY III 프로그램은 뉴욕시에 9천 개의 신규 지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시와 뉴욕주 간에 

맺은 10년 계획입니다. 이 합의에는 가족 지원 주택으로 1,150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주택 중 375채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NYC 보건정신위생부(DOHMH)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다섯 곳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기관기관기관 지역지역지역지역 가구가구가구가구 수수수수 

Fortune 

Society 

Queens 15 

Project 

Hospitality 

Staten 

Island 

15 

Samaritan 

Village 

Bronx 15 

Odyssey 

House 

Brooklyn 15 

Women In 

Need 

Bronx 10 

5개개개개 기관기관기관기관 4개개개개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70개개개개 

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 

 

Fortune Society, Inc.의 사장 겸 CEO인 JoAnne Pag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tune Society는 안정된 

기반을 몹시 필요로 하는 15개 가정에게 Queens에 주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은 이들이 커뮤니티에서 좋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 생활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을 도우면서 안전하고 

안정된 지원 주택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상습적인 활동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roject Hospitality의 상임이사인 Terry Troia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ten Island는 Sandy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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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용 주택이 몹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Sandy 발생 후 우리 보로 주민들의 고민은 우리 

가정들을 괴롭혔던 극심한 알코올 및 마약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원 주택 기회는 이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Staten Island 주민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주택 및 지원이 될 

것입니다.” 

 

Samaritan Village 사장 겸 CEO인 Tino H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Medicaid Redesign 

프로세스를 통해 영구적인 지원 주택 옵션을 확대하는 약속과 리더십을 보여준 Cuomo 주지사와 

González-Sánchez OASAS 장관께 감사 드립니다. 15채의 새로운 주택 지원은 노숙과 중독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뉴욕시 가정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우 절실히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dyssey House 의 사장 겸 CEO인 Peter Prove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주거 공간은 약물 

사용 장애에서 벗어나려는 가정에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지원으로 치료 시 알게 된 재발 방지 전략 

및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 지원 서비스를 개발한 OASAS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Brooklyn의 취약 가정에게 두 번째 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와의 연계장치를 통해서 이들이 치료 성공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Women In Need의 Bonnie Stone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IN(Women In Need)은 

Bronx의 가정에게 15채의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발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WIN은 

현재 가정을 위해 220여채의 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거주시설은 가정을 

안정화시키고 이들 가정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활동을 지속시켜줄 것입니다.”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독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도움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주7일,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뉴욕주의 HOPEline 1-

877-8-HOPENY는 의사가 상주해서 환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위탁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oasas.ny.gov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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