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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노숙자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주택에 9천만 달러 

이상 투입 발표  

  

본 수여로 참전용사, 가정 폭력 생존자, 노인, 정신 질환을 앓고있는 뉴욕 주민, 에이즈 

환자에게 670가구의 주택 창출  

  

주 전역에서 거의 3,8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자금이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서 여전히 

사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개 프로젝트에 9,040만 달러의 주정부 기금이 

수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숙을 경험하거나 위험에 처한 뉴욕 주민들을 수용하고 

주택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뉴욕주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HHAP)을 통해 지원되는 이 프로젝트는 629가구의 영구 지원 주택, 임시 주택 30가구 및 

참전군인, 가정 폭력 생존자 및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이 사용할 비상 주택 11가구를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 및 주택 불안은 단발성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에는 취약한 뉴욕 주민을 

주택 옵션과 연결하고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당한 투자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지원 주택 옵션을 주 전역에 계속 늘리고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쉬지 않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집을 소유하고 그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참전 용사, 가정 폭력의 생존자 및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뉴욕주 전역에 600가구 이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 

팬데믹과 싸우면서 뉴욕주는 노숙을 퇴치하고 모든 뉴욕 주민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은 1억 2,800만 달러의 자본 자금을 지원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비상 대피소를 수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2020년에 할당된 금액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추가 3,760만 달러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남아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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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주지사의 2022년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은 홈리스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1억 2,800만 달러를 지속적으로 조달하며, 노숙 퇴치에 있어 지원 주택의 

중요성에 대한 주정부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의 Mike Hei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은 

뉴욕주 전역의 노숙 문제를 없애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각 

프로젝트는 노숙을 겪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과 주택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뉴욕 전역의 

노숙을 다루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자금 지원을 옹호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수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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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헌신을 기반으로, Cuomo 주지사의 2021년 제정 주 예산은 6,400만 달러에서 

2020년 수여를 위한 1억 2,800만 달러까지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렸습니다. 이 기금에는 노숙자 재향 군인을 위한 지원 주택을 위한 5백만 

달러, 노숙자가 된 AIDS가 있는 개인에 대한 지원 주택에 5백만 달러, 비상 대피소에 

필요한 수리 비용 1백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수여 라운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드폴 주식회사(DePaul Property, Inc.), 제네시 카운티 - 480만 달러  

이 기금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위해 10가구 및 만 55세 이상 

노숙자를 위한 10가구로 20가구의 지원 주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타비아에서 드폴이 운영하는 건물의 추가 2층 건설을 포함합니다.  

• 헬프 디벨롭먼트사(HELP Development Corp), 킹스 카운티 - 5백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가장이 노숙을 겪거나 노숙의 위험에 있는 가정의 어린이 또는 

임산부가 있는 젊은 성인 가정을 위한 지원 주택 111가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브루클린의 더 큰 184가구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여러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됩니다.  

• AIM 독립 생활 센터(AIM Independent Living Center), 스튜벤 카운티 - 

1백만 달러  

바타비아 아파트에는 노숙자인 젊은 성인과 위탁 치료에서 벗어날 나이인 

청소년을 위한 코닝(Corning)에 있는 5가구의 보조 주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소아과 의사의 사무실을 복원시켜 1층을 부엌, 세탁실 및 2개의 

아파트가 있는 커뮤니티 룸으로 바꾸고 2층에는 나머지 가구가 포함됩니다.  

• 하우징 웍스 주식회사(Housing Works, Inc.), 킹스 카운티 - 390만 달러  

피킨 애비뉴 레지던스(Pitkin Avenue Residence)에는 HIV/AIDS 및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거나 물질 사용 장애가 있으며 브루클린에서 노숙 생활을 오래한 

이들을 21가구의 지원 주택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 2층 건물의 철거 및 대형 

커뮤니티 룸, 조경으로 꾸민 후면 및 지붕 파티오, 세탁 및 기타 편의 시설이 있는 

8층 건물의 새로운 건설과 관련된 더 큰 36가구의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 헬프 디벨롭먼트사, 킹스 카운티 - 3백만 달러  

기금은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노숙 생활을 오래 한 독신 

성인을 위한 지원 주택 43가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관련된 더 큰 71가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 캠바 하우징 벤처스(CAMBA Housing Ventures, Inc.), 킹스 카운티 - 

750만 달러  

하트(Hart)에는 만 55세 이상 노숙자를 위한 34가구 및 한 명 이상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 가족을 위한 4가구로 38가구의 지원 주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9층짜리 저렴한 주택 57가구 개발의 일부이며, 

수요가 높은 8곳의 자치구 지역사회에서 만성적 경제 및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14억 달러의 주정부 이니셔티브인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의 구성 

요소입니다.  

• 이스트 하우스 코퍼레이션(East House Corporation), 먼로 카운티 - 

740만 달러  

캐널 스트리트 아파트(Canal Street Apartment)는 중증 정신 질환, 물질 사용 

장애를 앓거나 오래 노숙 생활을 한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70가구의 

지원 주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 산업 부지의 더 큰 123가구 

규모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120년 된 빈 역사적인 건물의 복원을 

포함할 것입니다.  

• 노인 및 지원 주택을 위한 웨스트 사이드 페더레이션 주식회사(West Side 

Federation for Senior and Supportive Housing, Inc.), 브롱크스 카운티 

- 480만 달러  

피셔 파크(Fischer Park)에는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만 55세 이상인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32가구의 지원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시가 소유한 브롱크스의 빈 땅에 대한 9층 건물의 건설을 포함하는 더 큰 

105가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 홈 포 히어로즈(Homes for Heroes), 록랜드 카운티 - 440만 달러  

홈 포 히어로즈 참전용사 아파트(Homes for Heroes Veterans Apartments)에는 

노숙을 겪는 참전 용사를위한 지원 주택 14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둔영지인 캠프 샹크스(Camp Shanks)의 6에이커에 지원 주택 

8가구를 만든 2단계 프로젝트의 2번째 부분입니다.  



 

 

• 퍼슨 센터드 하우징 옵션 주식회사(Person Centered Housing Options, 

Inc.), 먼로 카운티 - 430만 달러  

세실리아스 플레이스(Cecilia's Place)에는 노숙 생활을 오래 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5가구의 지원 주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역사 유적 등재(Historic Register)에 추가될 로체스터의 3층 건물을 

복원합니다.  

• 버펄로 인근 안정화 주식회사(Buffalo Neighborhood Stabilization 

Company, Inc.), 이리 카운티 - 3백만 달러  

웨스트 사이드 주택(West Side Homes)에는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 및 가장이 

중증 정신 질환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앓는 가족을 위한 15가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큰 49가구 단위 개발의 일부로, 2개의 건물을 복원하고 11개 

부지에 걸쳐 14개의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합니다.  

• 시티즌즈 어드보케이츠 주식회사(Citizen Advocates, Inc.), 프랭클린 

카운티 - 480만 달러  

해리슨 플레이스(Harrison Place)에는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 및 가장이 중증 정신 

질환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앓는 가족을 위한 지원 주택 20가구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1층에 상업 공간이 있는 4층 건물을 건설할 40가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 오픈 도어 미션(Open Door Mission), 먼로 카운티 - 660만 달러  

밀러 빌딩(Miller Building)에는 노숙을 경험하거나 중증 정신 질환 및 물질 사용 

장애를 겪는 개인을 위한 24가구를 포함하며 노숙 생활을 오래 한 개인 및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가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 도어 미션의 

사마리아인 하우스(Samaritan House) 비상 대피소 옆에 위치한 로체스터의 빈 

역사적인 부동산을 복원합니다.  

• 올버니 교구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Diocese of 

Albany), 올버니 카운티 - 220만 달러  

메리 앤(Mary Ann)에는 지역사회에 다시 참여하는, 이전에 수감된 개인을 위한 

12가구의 지원 주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올버니시의 1층 건물의 

상당한 복원이 포함됩니다.  

• 세인트 폴스 센터 주식회사(St. Paul’s Center, Inc.), 올버니 카운티 - 

410만 달러  

시니어 서포팅 옵션(Senior Housing Options)은 만 55세 이상의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 또는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물질 사용 장애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16가구의 지원 주택을 제공합니다. 콜로니(Colonie)의 프로젝트는 추가 건출을 

포함하여 이 2층 건물의 2층을 개조할 것입니다.  

• 노숙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파트너십 주식회사(Interfaith Partnership for 

the Homeless, Inc.), 올버니 카운티- 130만 달러  

셰리던 할로우 하우징 III(Sheridan Hollow Housing III)은 가장이 노숙 생활을 

오래 한 가족을 위한 3가구의 지원 주택을 만들 것입니다. 올바니시의 기존 3층 

건물은 실질적으로 복원될 것입니다.  



 

 

• 커뮤니티 액세스 주식회사(Community Access, Inc.), 브롱크스 카운티 - 

700만 달러  

비즈 플레이스(Baez Place)에는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연약하고 

고령인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86가구의 지원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도로 1층에 연결된 2개의 고층 건물에 154가구가 있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 포춘 소사이어티 주식회사(Fortune Society, Inc.), 뉴욕 카운티 - 7백만 

달러  

캐슬 III(Castle III)에는 노숙을 경험하거나 이전에 수감된 개인을 위한 지원 주택 

58가구가 포함됩니다. 이는 뉴욕주의 뉴욕시 피난처, 감옥, 교도소 등의 추천을 

포함하는 더 큰 82가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 참전용사 봉사 센터 주식회사(Veterans Outreach Center, Inc.), 먼로 

카운티 - 2백만 달러  

리처드 하우스(Richard's House)에는 신체 장애가 있거나 물질 사용 장애가 

있거나 정신 건강 진단을 받은 노숙자 참전 용사를 위한 비상 및 임시 주택 

30가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체스터의 기존 시설을 복원 및 확장할 

것입니다.  

• 스키넥터디 베데스다 하우스 주식회사(Bethesda House of 

Schenectady, Inc.), 스키넥터디 카운티 - 620만 달러  

카라 하우스(Cara House)에는 노숙 생활을 오래 겪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다시 

참여하는, 이전에 수감된 개인을 위한 37가구의 지원 주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스키넥터디 시의 3층 건물 1층에 11개의 비상 스튜디오 유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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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및 장애 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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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