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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숙 문제 해결을 비롯해 저렴한 주택과 지원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주 역사상 최대 자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  

  

홈리즈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금을 6,40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  

  

노숙자 퇴역 군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500만 달러 투자  

  

주 전역에 걸쳐 코드 블루 노력의 지속적인 구현 지원  

  

주지사가 추진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노숙 해결을 위한 5개년 계획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 노숙 문제 해결을 비롯해 저렴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주정부 역사상 가장 큰 자금 지원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에 따라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 HHAP) 자금이 6,40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됩니다. 이를 통해 노숙자이거나 도움 없이는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없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주택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예산(Budget)은 노숙자 퇴역 군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300만 달러의 독립 실행형 예산을 활용해 주 전역에 걸쳐 코드 블루(Code 

Blue)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 문제는 우리 주 일부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수의 뉴욕 주민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잠자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숙 문제를 40년간 연구 및 논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을 위해 오직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투입과 행정 능력입니다. 뉴욕주 역사상 

최대 금액인 이번 대규모 투자는 우리 중 가장 취약한 남성,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뉴욕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뉴욕주의 무주택 문제 해결 및 저가형 주택 건설 발전을 위해 주지사가 

추진한 200억 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택 계획(Housing 



 

 

Plan)은 궁극적으로 주 전역에 걸쳐 100,000 가구의 저렴한 주택과 6,000 가구의 지원 

주택을 만들 것입니다.  

  

노숙자 및 가족을 위한 주택 확대  

영구 지원 및 저렴한 주택을 늘리는 것은 노숙과 그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장기 해결책이며 전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은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HAP)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여 2021 

회계연도(FY 2021) 자금을 6,40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로 두 배로 증액합니다. 

이를 통해, 노숙자를 비롯해 도움 없이는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 서비스가 필요한 노숙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자본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여 주정부의 지원 주택 개발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노숙자 퇴역 군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 확대.  

퇴역 군인은 비퇴역 군인보다 노숙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노숙할 위험에 처한 

많은 퇴역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약물 장애를 경험하고 있어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집니다.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 퇴역 군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확대에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저렴한 주택 개발 범위 내에서 주택 기회를 지정하여, 임대 보조금과 연방 

바우처를 수령한 노숙자 퇴역 군인이 저렴한 주택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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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 DVS) 및 지역과 협력하여 노숙 경험이 있는 퇴역 

군인에게 임시 주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이 시작된 90일 이내에 영구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드 블루(Code Blue) 투자  

2016년 Cuomo 주지사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내려 주 및 지방 사법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하는 지방 사회 서비스 지구에 온도가 32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노숙 경험이 있는 개인을 극심한 겨울 악천후로부터 보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코드 블루(Code Blue)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은 1,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단독 배정하여 주지사의 이러한 지시를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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