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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롱크스에서 진행되는 3개의 지원적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1,440만 

달러 지원 발표 

 

주 및 연방 자금이 319개의 주거 시설 건립을 지원할 것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에서 진행되는 3개의 주택 프로젝트에 

1,44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자금에 추가해서, 이 지원금은 노인, 

여성 및 그 자녀를 포함해서, 홈리스 가정과 개인을 위한 142개의 지원 주거 시설 등, 

319개의 주거 시설을 만들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 지원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 

중 일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주거 시설을 건립하고, 그들이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거 시설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를 종식시키고, 모두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뉴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에 있어서, 브롱크스 전역의 

남성, 여성 및 아동들이 누릴 자격이 있고, 지원이 제공되는 적정 가격의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자금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ject Renewal – 620만 달러  

Bedford Park에 있는 13층 건물을 건설하도록 돕기 위해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여기에는 

홈리스 가정과 개인을 위한 지원 주거 시설 71개가 포함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정신 보건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영양 상담, 작업 치료, 가족 계획, 자녀 양육 기법 및 법무 

서비스가 포함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5,530만 달러이고, 총 118개의 주거 

시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방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건설 공사는 2017년 6월에 시작될 예정이고, 2019년 6월에 입주할 

준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New Destiny – 500만 달러 

브롱크스의 Crotona Park East 섹션에 있는 8층 건물을 건설하도록 돕기 위해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여기에는 자녀가 딸리 경우를 포함해서, 홈리스 여성을 위한 지원 주거 

시설 23개가 포함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퇴거 방지 서비스, 법률 지원, 

의료 및 정신 보건 서비스, 자녀 보호 연계, 자녀 양육 지원 및 직업 훈련이 포함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520만 달러이고, 총 42개의 주거 시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건설 공사는 2017년 7월에 시작될 예정이고, 2018년 

12월에 입주할 준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West Side Federation for Senior and Supportive Housing – 310만 달러 

Mott Haven에 있는 9층 아파트 건물인 Mill Brook Terrace 건설을 돕기 위해서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Mill Brook Terrace에는 홈리스 노인을 위한 48개의 지원 주거 시설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카운셀링, 사회 보장 활동, 영양 지원 

서비스 및 투약 관리가 포함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8,000만 달러이고, 총 

159개의 주거 시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방 저소득자 주택 세금 공제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건설 공사는 2017년 6월에 시작될 예정이고, 2019년 6월에 

입주할 준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Cuomo 주지사의 200억 달러 규모의 홈리스 및 적정 가격 주거 조치 

계획(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의 일환이며, 이 계획에는 

100,000개의 적정 가격 주거 시설을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투입되는 100억 달러, 그리고 

6,000개의 새로운 영구적 지원 주거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홈리스에 대처하는데 

전적으로 투입되는 1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계획 중 핵심적 부분의 하나입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 Samuel D. Rober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홈리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 계획을 마련했으며,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지원이 제공되는 주거 시설은 홈리스 가족과 개인들이 거처할 곳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홈리스가 되는데 기여했을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연방 하원의원 Adriano Espailla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 가격의 주거는 뉴욕의 

장기적인 생존과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저는 브롱크스에서 이와 같은 3개의 신규 주택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1,4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319개의 추가적인 주거 시설을 만들기로 한 오늘의 발표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주거는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사항 중 하나이며, 개인, 가정, 노인, 여성 및 아동을 위해서 적정 가격의 주거, 

피난처 및 안전 조치를 보장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Ruben Diaz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주민들에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괜찮은 주거를 갖고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브롱크스 전역에 걸쳐 보다 굳건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민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성취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공동체에 투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근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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