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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1,500만 달러의 기금 발표  

  
OPWDD의 2022 통합 지원 주택 어워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인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접근성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업체와 주택 개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주택 신청서를 접수받는 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서 관리하는 

2022년 자금 지원 기회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인증되지 않은 

지원 주택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1,500만 달러의 자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을 더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취약한 뉴욕 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과 그들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행정부는 지적 및 발달 

장애를 가진 뉴욕 시민들을 위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유연성은 우리 주 전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합 지원 주택(Integrated Supported Housing, ISH) 신청 절차를 통해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서비스 제공업체 및 주택 개발자가 새로운 지원 주택 프로젝트 개발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뉴욕시 주택 보존개발국(NYC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유사한 정부 

자본 자금 제공자가 감독하는 절차와 같은 다양한 자금 지원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OPWDD로부터 시기 적절한 약속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주택은 "지원대상 주택 중 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공적인 임대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보조금과 주택 관련 지원의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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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fel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유연한 주택 옵션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인증 주택의 비용 증가로 인해 모든 능력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지원에 대한 새롭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원 옵션 메뉴를 계속 확장해야 하며, 이러한 기회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독립성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능력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통합지원주택 신청은 지적 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를 공공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주택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1,500만 

달러의 자금 조달 기회를 가능하게 해 주신 Hochul 주지사 님을 칭찬하며, 주 전역에 

절실히 필요한 지원 주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OPWDD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 있는 신청자들에게 자금이 제공될 것입니다. OPWDD는 

지원자들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성별, 성적 정체성 배경을 가진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자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수상 기금에는 자본금 및/또는 임대료 보조금과 지적 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우선 

임대차 요청을 포함하는 지원 주택 프로젝트의 설립이 포함됩니다.  

  

John W. Manni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주거 수요와 

선호도가 매우 다르며 뉴욕주가 1,500만 달러의 통합 지원 주택 신청과 같은 투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센트럴 뉴욕과 

주 전역에 있는 공급업자들에게 이러한 지원 기금을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장애를 가진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오한 현안에 대해 Hochul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Tom Abinant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PWDD의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주지사가 장애인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OPWDD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가운 징조입니다. 이는 과거의 제한된 주거 옵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현실적 인식이며, 정부가 장애인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유자격 제공업체는 보다 독립적인 주택 옵션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선택한 보다 통합된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장벽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이후에도 수상자는 기존 기금 및 서비스 모델을 통해 통합 지원 및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opwdd.ny.gov/2022-ish-application-materia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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