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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만 달러 발표
주지사 지원주택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한 2500만

정신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물 오용에서 회복 중이거나, 군 제대자인 노숙 성인들을 위한
주택을 지원하는 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군 제대자, 약물 오용에서 회복 중인 성인과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주택 및 저소득 뉴요커들을 돕기 위한 지원 주택
286채를 건설할 7건의 지원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2500여 만 달러가 교부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가장 취약한 뉴요커들 중 일부가 집이라고 부를 안전한 곳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지원주택은 이러한 사람들이 제도적 및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큰 독립성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긴요합니다. 본인은 주
전역에 더 튼튼한 커뮤니티들을 건설하기 위해 이 긴요한 투자를 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이 보조금은 메디케이드의 고비용 사용자이며 장애를 가진 무주택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임시장애지원실에 할당된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재설계팀의 3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보조금은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실의 무주택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HHAP)을 통해
교부되었으며 Bronx 및 Brooklyn뿐만 아니라 Franklin, Onondaga, Westchester 및 Yates
카운티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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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카운티

액수

Bowery Residents' Committee

Bronx

$2,015,000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Brooklyn

$7,500,000

St. Joseph's Addiction Treatment
and Recovery Centers

Franklin

$5,564,085

Housing Visions Unlimited

Onondaga

$3,771,676

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s

Onondaga

$2,700,000

St. Joseph's Hospital

Westchester

$2,750,000

Keuka Housing Council

Yates

$1,569,513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실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노숙 문제 해결에 다면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저렴한 살 곳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주택은
또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시켜 노숙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구를 갖도록 합니다.”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가족과 개인을 노숙 및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000여만 달러와 추가로
2015-16 주 회계연도에 1000만 달러의 Medicaid 재설계 보조금을 주 전역의 19개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800여채의 비상, 임시 및 영구 지원주택을 개발할 것입니다.
Cuomo 지사가 서명한 2016-17 제정 예산은 전주 종합 주택 및 무주택 실행 계획을 위해
5개년에 걸친 200억 달러를 포함합니다.
100억 달러 주택 계획은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지출을 근 50억 달러 증강하여 주
전역에 100,000채의 저렴 주택을 건설 및 보전하고, 저렴 주택을 찾는 뉴요커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00채 이상의 주택을 임차료 규제
대상으로 돌린 세입자보호과의 창설을 포함한 지난 5년 동안 저렴 주택 보전 및
건축에서의 업적과 10억 달러의 House NY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합니다.
100억 달러 무주택 실행 계획은 다음 5개년에 걸쳐 6,000개의 새로운 지원 주택 침대,
1,000개의 비상 침대, 다양한 노숙 해결 확대 서비스의 창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15년에
걸쳐 뉴욕주는 주정부가 이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44,000채의 기존 지원 주택을
바탕으로 20,000채의 신규 주택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뉴욕주 역사상 노숙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가장 큰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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