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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는 퇴역군인 및 일반인들을 위한 262만 달러 

규모의 지원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표 

 

4곳의 카운티 전 지역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거 레이크스 지방 주택 건설 프로그램 

(Finger Lakes Rural Housing Initiative) 
 

Cuomo 주지사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 

(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핑거 레이크스에서 262만 달러 규모의 지원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카운티, 세네카 

카운티, 웨인 카운티, 예이츠 카운티에서 약물 남용 장애로 고통받는 노숙 퇴역군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구 주택 및 임시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삶의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전례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 (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노숙자 위기에 직면하여, 뉴욕주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역사적인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원 

주택들은 노숙 퇴역군인들과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주택 및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선 일부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4곳의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워털루 (세네카 카운티) – 7 세대/침상 8개 

 제네바 (온타리오 카운티) – 3 세대/침상 5개 

 뉴어크 (웨인 카운티) – 3 세대/침상 5개 

 펜 얀 (예이츠 카운티) – 2 세대/침상 4개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노숙자를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 (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통해서 240만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연방 주택대출은행 (Federal Home 



Loan Bank) 뿐만 아니라 핑거 레이크스 중독 상담 및 위탁 기관 (Finger Lakes Addiction 

Counseling & Referral Agency)이 추가 개발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Samuel D. Roberts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노숙자 

문제의 해결에 크게 힘써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빛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거주자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입니다.” 

 

Mike Nozzoli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흔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퇴역군인들이 희생한 것에 대한 빚을 그들에게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적당한 주거 시설 및 그에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Tom O'Mara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뉴욕주와 지역의 제휴관계는 

약물 중독 및 노숙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효과적인 기반입니다. 저희는 노숙 퇴역군인들과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핑거 레이크스 중독 상담 및 

위탁 기관 (Finger Lakes Addiction Counseling and Referral Agency)과 긴밀히 협력하신 

Cuomo 주지사님과 그의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예이츠 카운티와 전체 핑거 

레이크스 카운티 지역을 위한 중요한 전진입니다.”  

 

R-C Macedon 선거구의 Robert Oa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설은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약물 중독을 퇴치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회복과 생산적인 삶으로 향하는 최초의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운영 기금은 새로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건설 프로그램 (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을 통해 제공되며,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을 

통해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집행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중독 상담 및 위탁 기관 

(Finger Lakes Addiction Counseling & Referral Agency)은 거주를 위한 주택 배정 문제에 

대해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Martin Teller 핑거 레이크스 중독 상담 및 위탁 기관 (Finger Lakes Addiction 

Counseling & Referral Agency)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약물 중독 치료에 있어 주택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과 그에 협력해 주신 뉴욕주 및 지역 정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노숙자로 만드는 상황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 (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 (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의 일환으로, 10만 세대의 저렴한 주거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100억 달러를 집행하며, 6,000채의 새로운 영구 지원 주택 및 

1,000개의 응급 침상을 준비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억 달러를 사용하고, 

확장된 노숙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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