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50만 달러 규모의 오스위고 카운티 지원형 주택 프로젝트 재발족 발표  

 

풀턴에 위치한 오스위고 카운티 기회(Oswego County Opportunities, OCO)의 

백스트리트 아파트(Backstreet Apartments)를 개보수하는 데 주정부 자금 활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스위고 카운티 풀턴 소재 백스트리트 

아파트(Backstreet Apartments) 재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전에 

노숙자였던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스트리트 

아파트(Backstreet Apartments)는 최근 개보수 공사에 900,000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뉴욕주의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1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적정 가격 지원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백스트리트 

아파트(Backstreet Apartments) 재개장은 뉴욕주의 노숙자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턴에 위치한 백스트리트 

아파트(Backstreet Apartments)를 재개장하는 데 쓰인 본 지원금으로 해당 지역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 주택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전에 노숙자였던 주민들이 오스위고 

카운티 및 그 외지역에서 저렴한 고품질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번 

투자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돕고 모든 뉴욕 주민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저렴한 주택을 개발 및 유지하려는 뉴욕주의 적극적 활동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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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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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에서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해당 프로그램은 본 아파트 건설을 위해 

오스위고 카운티 기회(Oswego County Opportunities, Inc.)에 660,000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보수 작업에는 풀턴 시에 자리한 건물 외부 중요 수리 작업, 실내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보수 작업에 Federal Home Loan 

Bank는 219,615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주택 외에도 주민들께 뉴욕주 지원 주택 프로그램(New York State 

Supportive Housing Program)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보수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노숙자 문제 해결 및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을 보완합니다. 2016년에 발표된 이 계획은 이제 11만 가구가 

넘는 저렴한 주택과 지원 주택 6,000가구를 건설하고 유지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및 임대료 안정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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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수리 

작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및 개인이 꼭 필요한 아파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스위고 카운티 기회(Oswego County Opportunities)와 다시 한 번 

협업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기대합니다.”  

 

William A. Barcla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위고 카운티 

기회(Oswego County Opportunities)가 주정부 기금을 지원받아 백스트리트 

아파트(Backstreet Apartments)를 재개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해당 지역의 지원 

주택은 오스위고 카운티 기회(Oswego County Opportunities)와 그들이 봉사하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번 개보수 작업 전에 벽돌로 지은 아파트 

건물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주정부가 재개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오스위고 카운티 기회(Oswego County 

Opportunities)는 안전한 지원 주택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 주겠다는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ames Weatherup 오스위고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오스위고 카운티를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할 지역으로 인정해 주셔서 

무척 고무적입니다. 이번 유서 깊은 건물의 안정화 및 복원 작업은 풀턴 도심 상업 

지구의 추가 활용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onald Woodward 풀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는 자산이라 하겠습니다. 뉴욕주가 우리 시에 투자해 

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스위고 카운티 기회(Oswego County Opportunities)의 Diane Cooper-Currier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Federal Home Loan Bank, OCO의 자금 지원 덕분에 아파트 

건물을 개보수하여 노숙자 개인 및 가정에 안전하고 저렴한 영구 지원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집이 없으면 개인과 가족은 트라우마를 계속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학교 생활을 하거나 어린이 



 

 

및 가족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스트리트 

아파트(Backstreet Apartments)를 보존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집이라 부를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직업 기술을 개발하고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성공을 거둬 곧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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