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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숙을 겪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640만 달러 규모의 지원 및 전환 주택 

개발 완료 발표  

  

쿠퍼 스트리트 아파트먼트, 글렌스 폴스에 34 유닛의 주택 건설  

주민들이 삶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지원 서비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숙을 경험한 글렌 폴스(Glens Falls)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640만 달러 규모의 34세대 전환형, 영구 지원 주택 개발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2층 건물의 건설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한 58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워런-워싱턴 

정신건강협회(Warren-Washington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에 의해 운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노숙 문제와 주택 불안에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한 

투자 덕분에 저희는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지원 서비스와 지원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과 18-25세의 청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구가 28세대 영구 

지원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유닛은 노숙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임시 주택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정신건강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ental Health)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쿠퍼 스트리트 

아파트에 대한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런-워싱턴 정신건강협회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는 사례 관리, 법률 지원 및 옹호, 복리후생 지원, 상담, 위기 상황 

개입 등이 포함됩니다.  

  

워런-워싱턴 정신건강협회는 정신 질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4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또한 허드슨 폴스(Hudson Falls)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 자금으로 건설된 18세대 지원 주택 프로젝트인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 주택 계획이 반영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Cuomo 주지사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 계획은 주 전역에 걸쳐 7,000가구의 지원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어 15,000가구를 설립 또는 보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작년, 이 조치에 기반하여 2021년 주 예산에서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6,40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이는 현 주정부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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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환형 지원 주택은 노숙으로 힘겨워하는 

개인과 가족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쿠퍼 스트리트 아파트는 지역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커진 요구를 해결하고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노숙 근절에 대한 헌신은 지역사회에게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렌스 폴스의 쿠퍼 스트리트 

아파트는 지역에 거주자들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할 이 지역의 아름다운 증축입니다. 

이것은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SSHI)의 또 다른 성공적인 

사업으로, 수천 명의 취약한 개인과 가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과 더불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Dan Stec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 문제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에 있어 

매우 심각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공감 어린, 잘 

계획된 보살핌은 거리에 살고 있는 많은 참전 용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 및 기타 지원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며,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Matt Simpso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쿠퍼 스트리트 아파트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정신 건강 분야에서 근무하셨기에, 

저는 정신 건강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이 아파트는 우리 지역의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며 글렌스 폴스가 환영할 새로운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애쓴 시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신건강 워런-워싱턴 연합의 최고경영자인 Andrea Deep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노숙 문제는 글렌스 폴스와 주변 카운티의 많은 지역사회에 존재합니다. 쿠퍼 

스트리트 아파트는 이 지역에서 노숙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자 새로운 

출발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받은 지역사회의 응원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주 전역에서 현실이 되도록 해 준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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