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지원 주택 가구를 개발하기 위한 제2차 보조금 발표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개발하기 위한 주지사의 26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5 개년 계획  

  

이 조건부 보조금에 따른 서비스를 위해 매년 3,000만 달러까지 수령하려고 경쟁하는 47 

곳의 카운티 소재 169 개의 지역사회 공급업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특별한 도움, 조건 등이 필요하거나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최소 1,200 가구의 지원 주택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운영 

자금을 제공하게 될 뉴욕주 전 지역의 47 개 카운티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169 건의 

조건부 보조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총 3,000만 달러에 이르는 이 보조금은, 주지사의 

26억 달러 규모의 지원 주택 6,000 가구 개발을 위한 5 개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노숙을 퇴치하고 이 주 전 지역의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지를 

보급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 제2차 보조금을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지와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업체들이 받은 지시는 자신의 제안이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집단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집단에는 퇴역 군인, 가정폭력 피해자,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령자, 수감, 노숙 또는 위탁 양육 경험이 있는 젊은이, 

만성적으로 노숙 상태인 개인 및 가족, 더불어 육체적 건강,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 등이 포함됩니다. 

  

조건부 보조금은 영구 지원 주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운영 기금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신청업체들은 주택 프로젝트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본 

기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자격이 되는 대상 집단에게 주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및 행동 건강 서비스,  

 고용 및 직업 훈련 및/또는 지원,  

 교육 지원 (고졸 학력 인증서(GED) 지원 포함),  

 양육 기술 개발 및 지원,  

 보육 지원,  

 상담 및 위기 개입,  

 교육적인 문제를 대변, 지원, 상담하는 어린이 지원 서비스,  

 주거지가 필요한 유자격자를 식별하여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직원.  

  

주택, 건설,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뉴욕주 상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ousing, 

Constru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위원장인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제대로 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의 기본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경우, 보통 지원 

서비스가 이러한 주택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성이 된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여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조직화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합니다. 이것은 저렴한 주택, 건강 관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집으로 삼을 만한 곳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뉴욕주 하원 주택 위원회(Assembly Housing Committee)의 위원장인 Steven 

Cymbrowit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이 거리에서 살고 있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우리 주정부의 공약의 핵심입니다. 이 

지원 주택은 노숙을 퇴치하고 우리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 건강 및 발달 장애에 관한 뉴욕주 상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위원장인 Robert G.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된 주택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퇴역 군인, 신체장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 학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제공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주택을 

보다 쉽게 이용하게 될 경우,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퇴역 군인에 관한 뉴욕주 하원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의 

위원장인 Michael G. DenDek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에 

관한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은 뉴욕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공하는 주택에 관해 



 

 

직접적인 통합 서비스를 갖추는 일은 고령자, 퇴역 군인, 물질 남용 및 다양한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취약한 주민, 노숙자 뉴욕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에 관한 뉴욕주 상원 상임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의 위원장인 George Amedor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이 중독을 극복한 많은 주민들을 위해 

성공적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이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 관계기관합동 워크그룹 내의 기관들이 담당하는 모든 주민들의 요구를 

처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보건국 (Office of Mental Health)  

 에이즈 연구소를 포함한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including the AIDS 

Institute),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아동가족사무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가정폭력방지국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및  

 발달 장애인 사무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조건부 보조금을 받는 제공업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DePaul Community Services, Inc. - 올버니 카운티  

 Rehabilitation Support Services - 올버니 카운티  

 Unity House of Troy Inc. - 올버니 카운티  

 St. Catherine's Center for Children - 올버니 카운티  

 Equinox, Inc. - 올버니 카운티  

 Interfaith Partnership for the Homeless - 올버니 카운티  

 Alternative Living Group - 올버니 카운티  

 Albany Housing Coalition - 올버니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fice - 올버니 카운티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Columbia-Greene Counties, Inc. - 그린 

카운티  

 St. Pauls Center, Inc. - (두 차례 보조금) - 렌셀러 카운티  

 Unity House of Troy Inc. - 렌셀러 카운티  

 Vanderhyden Hall - 렌셀러 카운티  

 CAPTAIN - 사라토가 카운티  

 Bethesda House of Schenectady - 스키넥터디 카운티  

 The Community Builders - 스키넥터디 카운티  

 Warren-Washington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Inc. - 워싱턴 카운티  

  

센트럴 뉴욕  

 

 Unity House of Cayuga County, Inc. - 카유가 카운티  

 YWCA Cortland - 코트런드 카운티  

 Salvation Army Syracuse - 오논다가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of Onondaga County - 오논다가 카운티  

 The Rescue Mission Alliance of Syracuse, NY - 오논다가 카운티  

 AccessCNY, INC. - 오논다가 카운티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Syracuse & Onondaga County, 

Inc. - 오논다가 카운티  

 YMCA Greater Syracuse - 오논다가 카운티  

 Oswego County Opportunities Inc. - 오스위고 카운티  

  

핑거 레이크스  

 

 DePaul - 제네시 카운티  

 Eagle Star Housing - 제네시 카운티  

 Genesee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 제네시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 먼로 카운티  

 Sojourner House at Pathstone, Inc. - 먼로 카운티  

 Veterans Outreach Ctr - 먼로 카운티  

 Spiritus Christi - 먼로 카운티  

 Person Centered Housing Options, Inc. - 먼로 카운티  

 VOA of Western NY - 먼로 카운티  

 Dimitri House, Inc. - 먼로 카운티  

 East House Corporation - 먼로 카운티  

 Volunteers of America of Western New York, Inc. - 먼로 카운티  

 Finger Lakes United Cerebral Palsy Inc. - 온타리오 카운티  

 FLACRA - Finger Lakes Addictions Counseling and Referral Agency- (두 

차례 보조금) - 온타리오 카운티  



 

 

 DePaul - 올리언스 카운티  

 Genesee Council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 올리언스 카운티  

 NYSARC, INC, Wayne County Chapter - 웨인 카운티  

 FLACRA - Finger Lakes Addictions Counseling and Referral Agency - 

웨인 카운티  

 DePaul - 와이오밍 카운티  

 Keuka Housing Council, Inc. - 예이츠  

  

롱아일랜드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the NYS Mentally Disabled, Inc. - 나소 

카운티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 나소 카운티  

 SELFHELP Community Services - 나소 카운티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 나소 카운티  

 Options for Community Living - 나소 카운티 및 서퍽 카운티  

 Mercy Haven - 서퍽 카운티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the NYS Mentally Disabled, Inc. - 서퍽 

카운티  

 Transitional Services NY Long Island - 서퍽 카운티  

 Family Service League, INC - 서퍽 카운티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 (두 차례 보조금) - 서퍽 카운티  

 New Hope Rising - 서퍽 카운티  

  

미드 허드슨  

 

 Hudson River Housing, Inc. - 더치스 카운티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ction Program - 오렌지 카운티  

 Community Housing Innovations Inc. - 오렌지 카운티  

 Access Supports for Living - (세 차례 보조금) - 설리번 카운티  

 RUPCO, Inc. - (세 차례 보조금) - 얼스터 카운티  

 Community Housing Innovations Inc. - (두 차례 보조금)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Westhab, Inc.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Guidance Center Westchester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St. Joseph's Hospital, Yonkers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Search for Change, Inc.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Washingtonville Housing Alliance Inc.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모호크 밸리 지역  



 

 

 

 Alcoholism and Substance Council of Hamilton, Fulton, and Montgomery 

Counties, Inc. (두 차례 보조금)  

 Prevention Council - (두 차례 보조금) - 풀턴 카운티  

 Fulton Friendship House Inc. - 풀턴 카운티  

 YWCA of the Mohawk Valley - 오네이다 카운티  

 Resourc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 오네이다 카운티  

 DePaul - (두 차례 보조금) - 오네이다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Oneida/Madison County - 오네이다 카운티  

 ElderLife Inc. - 오네이다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fice - 옷세고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fice - 쇼하리 카운티  

  

뉴욕시  

 

 Doe Fund - (두 차례 보조금) - 브롱크스 카운티  

 Postgraduate Center for Mental Health - 브롱크스 카운티  

 Odyssey House - 브롱크스 카운티  

 AIDS Service Center of Lower Manhattan - 브롱크스 카운티  

 St. Joseph's Hospital, Yonkers - 브롱크스 카운티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the NYS Mentally Disabled, Inc. - 

브롱크스 카운티  

 New Desinty - 브롱크스 카운티  

 Comunilife Inc. - 브롱크스 카운티  

 Bronxworks - 브롱크스 카운티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 브롱크스 카운티  

 SUS-Mental Health Programs, Inc. - 브롱크스 카운티  

 AIDS Service Center of Lower Manhattan - 브롱크스 카운티  

 Unique People Services Inc. - 브롱크스 카운티  

 ArchCare Community Services - 브롱크스 카운티  

 SUS-Mental Health Programs, Inc. - (두 차례 보조금) - 브롱크스 카운티  

 Project Renewal - 브롱크스 카운티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 브루클린  

 Institute for Community Living, Inc. - 브루클린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Brooklyn - 브루클린  

 Doe Fund - 브루클린  

 Ridgewood Bushwick Senior Citizens Council, Inc. - (두 차례 보조금) - 

브루클린  

 ACMH, Inc. - 브루클린  

 Housing Plus Solutions, Inc. - 브루클린  



 

 

 New Destiny Housing Corp - 브루클린  

 Housing Works Inc. - 브루클린  

 PSCH, Inc. - 브루클린  

 Jewish Board Family & Children's Services - 브루클린  

 ELFHELP Community Services - 브루클린  

 CREATE, Inc. - 맨해튼  

 Bowery Residents Committee, Inc. - 맨해튼  

 Brooklyn Bureau of Community Service - 맨해튼  

 The Bridge, Inc. - (두 차례 보조금) - 맨해튼  

 St. Joseph's Hospital, Yonkers - 맨해튼  

 Urban Pathways - 맨해튼  

 West Side Federation for Senior and Supportive Housing, Inc. - 맨해튼  

 Lantern Community Services, INC - 맨해튼  

 Barrier Free Living Inc. - 맨해튼  

 Hour Children - 퀸즈  

 Breaking Ground - 퀸즈  

 Transitional Services for New York, Inc. - 퀸즈  

 PSCH, Inc. - (두 차례 보조금) - 퀸즈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the NYS Mentally Disabled, Inc. - 스태튼 

아일랜드  

 CAMBA Inc. - 복수 자치구  

 Volunteers of America - Greater New York, Inc. - 복수 자치구  

 Promesa - 복수 자치구  

  

노스 컨트리  

 

 Champlain Valley Center for Drug Treatment and Youth Services - 클린턴 

카운티  

 ETC Housing Corporation - 클린턴 카운티  

 Behavioral Health Services North - 클린턴 카운티  

 St. Joseph's Rehabilitation Center - 에섹스 카운티  

 Akwesasne Housing Authority - 프랭클린 카운티  

 St. Joseph's Rehabilitation Center - 프랭클린 카운티  

 Citizen Advocates - 프랭클린 카운티  

 Standing Together Effectively for People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St. Joseph's Rehabilitation Center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서던 티어  

 

 YWCA Binghamton - 브룸 카운티  



 

 

 Family Enrichment Network Inc. - 브룸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Chemung/ Schuyler (Diocese of Rochester) - 셔멍 

카운티  

 EOP of Chemung County - 셔멍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of Chenango County - 셔냉고 카운티  

 FLACRA -- Finger Lakes Addictions Counseling and Referral Agency - 

쉴러 카운티  

 Steuben Churchpeople Against Poverty (Arbor Development) - 스튜벤 

카운티  

 Corning Council for Assistance & Information to the Disabled - 스튜벤 

카운티  

 Lakeview Health Services, Inc. - 톰킨스 카운티  

  

웨스턴 뉴욕  

 

 DePaul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Southern Tier Environments for Living - (두 차례 보조금) - 셔터쿼 카운티  

 My Place Home for the Homeless, INC. - 이리 카운티  

 HELP Social Service Corporation - 이리 카운티  

 Western NY Veterans Housing Coalition - 이리 카운티  

 Cazenovia Recovery Systems - 이리 카운티  

 Buffalo Federation of Neighborhood Centers Inc. - 이리 카운티  

 Hispanos Unidos de Buffalo, Inc. - 이리 카운티  

 Lake Shore Behavioral Health Inc. - 이리 카운티  

 ASPIRE OF WNY, INC. - 이리 카운티  

 Polish Community Center of Buffalo, Inc. - 이리 카운티  

 YWCA Niagara - 나이아가라 카운티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