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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지원형지원형지원형지원형 주택을주택을주택을주택을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2,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절실한절실한절실한절실한 사람과사람과사람과사람과 가정에가정에가정에가정에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200만 달러의 자금이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일곱 개의 

지원형 주택 사업에  제공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Albany, Bronx, Jefferson, Kings, 

Monroe, Westchester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뉴욕주 임시및장애지원실의 무주택자주택지원프로그램(HHAP)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형 주택은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과 가정이 집 없는 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업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지원형 주택 공급량의 증가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응급실 내원, 

입원, 장기 보호 시설의 요양 기간을 줄여서 Medicaid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일곱 개의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과 가정에게 총 489여채의 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금의 일부인 3,200만 달러는 특별히 Medicaid의 고액 진료비 환자들인 장애인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Monroe 카운티의 지원형 주택 33채를 짓기 위해 뉴욕주 MRT(Medicaid Redesign 

Team)에 의해 HHAP에 배당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뉴욕주는 값비싼 Medicaid 지출에 도움을 주면서 4천명이 넘는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뉴욕 주민들의 만성적인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RT 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형 주택에 1억 6,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지원 

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도움이 손길이 몹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장기적 

회복, 절주, 보다 긍정적인 예후를 가져다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안정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남는 집에서 생활하는 개인과 

가정은 병원 응급실 이용 횟수가 줄어들고 진료 및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orean 

 

HHAP는 다양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주의 독특한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HHAP는 모든 가정 및 개인이 

노숙과 가난에서 벗어나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자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은 정신병 환자, HIV/AIDS 감염자, 가정 폭력 희생자, 청장년을 비롯해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OTDA 장권인 Kristin M. Proud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뉴욕주는 제공 중인 지원금 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주 

관공서에도 영향을 주는 활발한 협업 활동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 지원형 주택 사업에 큰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대상 기관: 

관공서관공서관공서관공서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금액금액금액금액 

CAMBA Housing Ventures Kings 6,000,000 달러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Bronx 5,684,000 달러

DePaul Properties, Inc. Monroe 3,200,000 달러

New Destiny Bronx 3,179,128 달러

Westhab, Inc. Westchester 2,302,562 달러

Support Ministries, Inc. Albany 1,120,220 달러

Victims Assistance Center of Jefferson County, Inc. Jefferson 80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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