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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브루클린 및 버펄로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 1,260만 달러 지원 발표  

  

73가구 영구 지원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퇴역군인, 약물 남용 및 중독자 , 심각한 정신질환자에게 지원 서비스 및 

주거 안정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금 1,260만 달러를 브루클린 및 버펄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노숙 경험이 있는 뉴욕 

주민에게 영구 지원 주택을 제공합니다. 뉴욕주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HHAP)을 통해 지원되는 이 

프로젝트는 73가구의 영구 지원 주택을 조성하며, 퇴역군인, 약물 남용 병력이 있는 

사람,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양호한 주거 환경에서 존엄과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하거나 우리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다수의 기타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는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합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버펄로에서 추진하는 2,340만 달러 규모의 맨해튼 빌리지(Manhattan 

Village)를 포함합니다. 맨해튼 빌리지는 약물 질환자 및 심각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33가구의 영구 지원 주택을 보함하여 적정 가격 주택 66가구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개발사는 베스트셀프 행동 건강 주식회사(BestSelf Behavioral Health 

Inc.)이며,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610만 달러를 비롯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운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브루클린에서 3,960만 달러 규모의 66가구 신축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40가구의 지원 주택을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및 퇴역군인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개발사는 컨선 포 인디펜턴트 리빙 주식회사(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Inc.)이며, 40가구의 영구 지원 주택을 건설합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640만 달러를 비롯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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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는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은 1억 2,800만 달러의 자본 자금을 투입하며 

주택을 건설하거나 비상 대피소를 수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 213가구의 지원 주택을 추가하고 비상 대피소를 수리할 

프로젝트 여덟 개에 약 2,50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작년 이 프로그램은 881가구의 

지원 주택을 추가하고 비상 대피소를 수리하는 30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은 특별 지원 없이 적절한 주택에서 거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주택을 획득, 건축, 또는 재건하도록 비영리법인, 자선 단체, 종교 단체, 지방 자치 

단체에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OTDA 직원이 있는 공공 혜택 기업 

뉴욕주 노숙자 주택 및 지원 기업(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Corporation)의 

경쟁적 과정을 통해 수여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는 지원 주택 개발에 1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가 된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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