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숙 문제 퇴치를 위한 200억 달러 규모 계획의 세 번째 단계 발표  

  

지원 주택 1,200가구 제공 위해 연간 운영 기금 3,000만 달러 이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5개년 계획에서 세 번째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6년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10만 가구와 지원 주택 

최소 6,000채를 짓거나 유지하기 위해 개시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3단계 

지원 주택 계획(Phase III of the 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에는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이 발행한 지원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를 포함하며, 지원 주택 최소 1,200 가구를 위한 서비스 및 운영 

기금으로 3,0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 모두는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장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지원 주택에 접근권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노숙 문제와 싸우고 주 전역에서 더 나은,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서(RFP)는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과 다음의 국가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관계 

부처 합동 기관(Interagency workgroup)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 에이즈 연구소를(AIDS Institute) 포함한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 가정폭력방지국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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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 장애인 사무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본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적격 목표 인구에는 노숙 재향 군인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령자, 투옥, 노숙, 가정 위탁 보호 기록이 

있는 젊은 성인, 만성적 노숙자와 그 가족, 지능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또는 에이즈(AIDS) 환자, 심각한 정신병 및/또는 약물 

중독자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노숙과 주택 불안정 문제와 싸우는 데 국가적 리더가 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기금은 집을 얻어 살아야 하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지원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의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을 향한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으로 수천 명의 개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서비스와 

안정적인 주택은 우리가 정신 질환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아동가족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안정적 

주택을 제공하며 새로운 간병인 훈련 및 지원 기회를 촉진할 것입니다. 육아 지원 기금과 

결부된 본 계획으로 주 전역에서 아동의 웰빙이 개선될 것입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기금은 매우 

필요한 임대 보조금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약물에 중독된 뉴욕 주민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할 것입니다. 안전한 지원 주택 서비스는 우리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연속적인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뉴욕 주민의 건강을 가장 중시하고 노력을 기울이신 Cuomo 

주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은 개인과 그 가족이 삶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맞춤형으로 돕기 위해 서비스와 주택을 결합합니다. 뉴욕 전역에서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지사님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Kerry A. 

Delane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발달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지원 주택은 사람들이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 사무국(OPWDD)에서 대단히 애쓰고 있는 지역사회의 통합된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입니다. 우리 기관 파트너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지원 주택을 확장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지원 주택은 건강하고 더욱 독립적인 생활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 주민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장소를 

얻도록 도움으로써 가장 취약한 거주민들이 번영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노숙 

문제와 싸우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으로 뉴욕은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Gwen Wright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불균형적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정 폭력에서 피해자와 생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주택의 이용은 폭력적 관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떠난 사람 사이에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본 계획은 취약한 

뉴욕 주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제안 요청서(RFP)는 주 전역에서 영구 지원 주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운영 

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업체는 주택 프로젝트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본 

기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제안 요청서(RFP)에 따라 수여된 기금은 자격을 갖춘 

대상 주민들에게 임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들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다음 사항들에 

해당됩니다.  

  

• 임대 지원금 및 기타 사용 비용,  

• 주거지가 필요한 유자격자를 식별하여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직원,  

• 기본 및 행동 건강 서비스,  

• 고용 및 직업 훈련 및/또는 지원,  

• 교육 지원 (고졸 학력 인증서(GED) 지원 포함),  

• 양육 기술 개발 및 지원,  

• 보육 지원,  

• 상담 및 위기 개입,  

• 교육적인 문제를 대변, 지원, 상담하는 어린이 지원 서비스,  

• 주택 상담가 또는 전문가 및 고용 상담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가족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 및/또는 직원과 관련된 비용.  

  

자본금이 필요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은 자금을 확보했거나 확보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협력함으로써 사적 자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거나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발달장애인 사무국(OPWDD)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기관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예정 및 프로그램 

개발 수여 기금은 또한 정신보건국(OMH)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정신보건국(OMH)이 제안 요청서(RFP)의 주요 조달 기관이지만 제안서는 반드시 정신 

질환을 앓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필요는 없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SSHI)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인구 범위를 다루어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RFP)는 그랜트 게이트웨이(Grants Gateway) 또는 정신보건국(OMH) 웹사이트인 

https://www.omh.ny.gov/omhweb/rfp/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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