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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2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상사상사상사상 최초최초최초최초 104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노숙자노숙자노숙자노숙자 구제구제구제구제 계획계획계획계획 1단계단계단계단계 개시개시개시개시 

 

지원지원지원지원 주택주택주택주택 1,200단위에단위에단위에단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RFP(Request for Proposal) 발급발급발급발급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노숙자노숙자노숙자노숙자 개인에게개인에게개인에게개인에게 50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침대침대침대침대 즉시즉시즉시즉시 제공제공제공제공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전역전역전역 보호소보호소보호소보호소 검사검사검사검사 완료완료완료완료 

 

노숙자들에게노숙자들에게노숙자들에게노숙자들에게 정책을정책을정책을정책을 안내하는안내하는안내하는안내하는 부처부처부처부처 간간간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설립설립설립설립  
 
 

오늘, 뉴욕주는 여러 기관을 포함하는 이니셔티브, 다각적 초점을 맞춘 포괄적 패키지의 

일부인 노숙자 구제 계획의 1단계를 개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가 제시한 2016년 

발표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새로운 지원 주택에 대하여 26억 달러 지원과 

기존 지원 주택, 보호소 침대 및 기타 노숙자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위한 

78억 달러 등, 향후 5년간 뉴욕주 전국의 노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상 최대 금액인 

104억 달러의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State 연례 회의에서 벌어진 오늘 오전 

발표에서 New York State Homes & Community Renewal 국국 이 James S. Rubin  설명한 

구제 계획 1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주택 1,200 단위 제안에 대한 RFP(Request for Proposal) 발급. 이 RFP는 

향후 5년간 지원 주택의 6,000단위를 개발하는 26억 달러 규모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뉴욕시에 몇 번 사용한 500개 이상의 침대를 공급하고 노숙자를 위한 인가 

시설을 제공하여 뉴욕시의 부적절한 보호소 시설 문제를 해결. 

• 노숙자를 겨냥한 해결책을 찾고 지역사회와 개인의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범 사례와 정책을 추천하는 노숙자 부처 간 위원회(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설립.  

• 뉴욕주의 모든 916개 노숙자 보호소 검사를 완료하고 노숙자 보호소 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Homes and Community Renewal 국장국장국장국장 James S. Rubi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근절에 대한 사상 최대의 재정 지원에 대하여 Cuomo 주지사의 구제 계획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골치 아프고 비타협적인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폭 넓고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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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입니다. 이것은 뉴욕주 전역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지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규정된 해결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뉴욕은 항상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은 이 지원 주택 모델의 개척자로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의 많은 근본 원인에 맞서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깊은 노력으로 앞 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구영구영구영구 지원지원지원지원 주택주택주택주택 

뉴욕주 정신보건부(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OMH)가 발급한 오늘 

발표된 Empire State 지원지원지원지원 주택주택주택주택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RFP(Request for Proposal)는 영구 지원 

주택 중 약 1,200단위의 자금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 단위는 도움이 절실한 취약층인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 훈련, 상담, 자립 생활 기술 훈련, 이익 옹호, 그리고 

기본 및 정신 건강 회복 등 이들 요구에 맞는 각종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안 기간은 45일 이내이며 조건부 수상 통지는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Empire State 

RFP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및 지원 주택에서 제공하는 운영 및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 자금은 뉴욕주 및 지역당국 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수 있기 때문에 이 RF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긴급긴급긴급 보호소보호소보호소보호소 침대침대침대침대 

또한, 뉴욕주는 거리의 노숙자 인구와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태가 양호한 513개의 보호소 침대와 뉴욕주 

인가를 받은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 당국과 함께 이들 시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를 확인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노숙자노숙자노숙자노숙자 부처부처부처부처 간간간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2015년 12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100명 이상의 비영리 단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주 기관 리더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개선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은 하나임을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벗어날 수 있게 안내를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설립한 노숙자 

부처 간 위원회(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는 주정부 산하 Interagency 

Coordinator for Not-for-Profit Services 소속 Fran Barrett과 HCR 국장 James S. Rubin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뉴욕주 전국 노숙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 부처 

이사회(Interagency Council)는뉴욕 전역의 Continuum of Care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저해하는 총체적 정책 및 절차 검토 등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찾고, 모범 사례의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세트를 설정하는 제공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앞으로 24개월 동안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부처 간 위원회는 이 중요한 대화를 계속 나누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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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과 함께 즉시 업무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sa Gil 박사, President and of Comunilife 회장 겸 CEO 

• Tony Hannigan, Center for Urban Services 설립자 겸 전무 이사 

• Deborah Damm O'Brien,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 Albany 전무 이사 

• Lilliam Barrios-Paoli, Hunter College 학장 수석 고문, NYC Health + Hospitals 

위원회 의장 

• John Paul Perez, Partner Relations Associate, Finger Lakes Performing 
Provider System (FLPPS) 

• Maria Skates 박사, Utica’s Johnson Park Center CEO 

• Melissa Spicer, Clear Path for Veterans 전무 이사 

• Christine Quinn, WIN 회장 겸 CEO  

• Bobby Watts, Care for the Homeless 전무 이사 

• Dale Zuchlewski, Homeless Alliance of Western New York 전무 이사 
 

이 위원회는 뉴욕주 전역의 리더들과 주정부 당국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임시 

및 장애 지원 담당국(NYU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뉴욕주 가정 

및 커뮤니티 재건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알코올 및 

약물남용서비스국(Office of Alcohol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아동 및 가정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교정 및 커뮤니티 

감독부서(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노인국(Office for the Aging), AIDS 연구소 및 가정 폭력 예방국이 포함됩니다. 

 

주주주주 전역전역전역전역 검사검사검사검사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잘 유지되도록 노숙자 보호소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노숙자 

구제 계획 성공의 열쇠입니다. 뉴욕주 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쳐 모든 보호소들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례 없는 조정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이 검사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OTDA가 이끄는 뉴욕주의 범조직적 노숙자 보호소 검사 계획으로 

뉴욕주에 있는 보호소들 중 97%의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안전 및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천여 건의 주택 품질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뉴욕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노숙자 보호소는 뉴욕주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며 

매년 뉴욕주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비인가' 보호소로 분류된 신규 

보호소도 포함됩니다 

•보호소에서 적발된 문제는 지정된 기한 내(아래 설명)에 복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뉴욕주 당국은 보호소 폐쇄, 임시 사업자 배치, 보조금 회수 및/또는 

신규 입주자 영입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 각 비상 보호소 운영자는 지역사회서비스부에 보안 계획을 제출하고 각 관할은 

OTDA에 종합 보안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모든 

중대한 보안 사고는 즉시 주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소의 모든 유형에 대해 설정한 인당 요금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뉴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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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의 품질과 조건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와 무관하게 지역 

사회서비스부가 보호소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뉴욕주는 상환 비율이 지급 받는 보호소 서비스의 유형에 

적합하고, 보호소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잘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지역사회 복지 관할청은 이 결과에 대한 개별 보고를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법을 위반한 모든 보호소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관할청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시정 조치 계획에 따르면 보호소 운영자가 위반 사항을 

해결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는 가장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에 내려집니다: 

• 뉴욕주는 규정 위반이 9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특정 보호소를 임시 

운영자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 단위당 가장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는 위반 사항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180일 후에 폐쇄 대상이 됩니다.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모든 보호소는 입주민들이 폐쇄 날짜 이전에 영구 주택 또는 

다른 보호소에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소가 폐쇄되기 전에 기존의 모든 

주민들이 적절하게 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역 관할청의 책임입니다. 뉴욕주는 

해당 입주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잘 관리된 영구 주택 또는 보호소에 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보호소에 있는 모든 입주민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범조직적 팀은 35일 동안 주 전역에 걸쳐 모든 916개의 노숙자 보호소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관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4,344건의 위반을 포함하여 보호소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친 거주 및 안전 기준에 대하여 25,815건의 위반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비영리비영리비영리 서비스부서비스부서비스부서비스부 부처부처부처부처 코디네이터인코디네이터인코디네이터인코디네이터인 Fran Barrett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뉴욕주 당국과 민간 전문가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몇 날 밤만에 88,000명이라는 노숙자 인구를 낳았던 추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노숙자 가정의 급증을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 부처 간 위원회와 함께 힘을 합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부정신보건부정신보건부정신보건부 장관장관장관장관 Ann Sulliv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근절과의 싸움에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역사적 투자는 수천여 명의 뉴욕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질환 및 약물 사용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의 경우 통합 서비스로 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회복과 복원력에 

대하여 검증된 경로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뉴욕주의 노숙자 문제를 근절하려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관, 지역사회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게 함으로써 

가장 취약층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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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장애인지원실임시장애인지원실임시장애인지원실임시장애인지원실 Samuel D. Roberts 국장은국장은국장은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주택에 대한 

이 주 전체의 종합적 평가는 충족되는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1인용실이든, 아파트든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더 밝고 독립적인 일상을 갖게 되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Hunter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 수석수석수석수석 고문고문고문고문 겸겸겸겸 NYC Health + Hospitals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Lilliam 

Barrios Paol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임대 주택에 투자하고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은 뉴욕을 밝은 내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주택 1,200 단위의 개발에 

착수하는 것까지 뉴욕은 노숙자 위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한 이 역사적인 투자가 뉴욕의 취약층의 삶에 미칠 영향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Comunilife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Rosa Gil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가 발표한 

오늘의 조치는 노숙자 위기 완화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주택, 침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주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건강 회복과 번영을 

향해 안내하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동적인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시민들의 삶의 개선에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Center for Urban Services 설립자설립자설립자설립자 겸겸겸겸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Tony Hanni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부처 간 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은 나 자신과 이 일을 맡은 우리 

모두가 뉴욕의 노숙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주택의 더 나은 시스템을 재건하는 

멋진 기회입니다."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 Albany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Deborah Damm O'Brie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NYS는 아무리 노숙자 문제가 확산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정복 당한 것처럼 보여도 정부와 파트너가 성공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노숙자 문제 근절과의 싸움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구제 

계획은 사람들을 더 이상 거리로 내몰지 않을뿐더러 노숙자들과 취약층들이 희망과 

가정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뉴욕의 윤리 나침반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이 부처 간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Finger Lakes Performing Provider System의의의의 Partner Relations Associate인인인인 John 

Paul Perez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근절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은 

까다롭지만 오늘 뉴욕주가 발표한 이 구제 계획은 뉴욕의 수많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보호와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실질적 정책 권고를 개발하여 이 위기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고 뉴욕에 걸쳐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노숙자 부처 간 위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WIN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Christine Quin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서 증가함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바꾸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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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민들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주택 1,200단위의 개발을 

포함한 이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는 뉴욕의 어린이와 가족들의 삶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이 구제 계획의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Breaking Ground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Brenda Rose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노숙자들이 자신의 원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한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주 주택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입주자들 중 일부 주거 불안정과 노숙자 

주기를 깰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주 주택 개발을 위한 뉴욕주 시설에 대한 

주지사의 관대한 지원은 노숙자 문제를 근절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BRC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Muzzy Rosenblat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이웃인 뉴욕 노숙자들의 필요에 초점을 둔 Cuomo 주지사의 완고한 결정과 기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생각을 주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리더십에 따르면 FDR의 정신은 '우리의 진보에 대한 시험은 부한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Utica’s Johnson Park Center의의의의 CEO 겸겸겸겸 창립자인창립자인창립자인창립자인 Maria A. Scates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보이든 안 보이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를 조명합니다. 

뉴욕주의 구제 계획은 실상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노숙자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투자와 함께 이러한 조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냅니다. 개인적으로 노숙자가 될 뻔했던 저도 뉴욕 가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Clear Path for Veterans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Melissa Spic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뉴욕의 위기이기에, Cuomo 주지사는 이 확산되는 도덕적 딜레마의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 기반의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용사들에게 집이라고 부르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갖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이기에, 노숙자로 살지 않고 뉴욕시민들에게 어울리는 

집을 보급하여 취약층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Homeless Alliance of Western New York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Dale Zuchlewsk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뉴욕주에서 위기로 

자리매김했지만 이 강력한 구제 계획으로, 뉴욕은 이 문제를 정면 공격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200개 이상의 지원 주택, 500개의 침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도움이 절실한 자들은 자신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수백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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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노숙자노숙자노숙자노숙자 보호국보호국보호국보호국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Bobby Watt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처 간 위원회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자원을 모집하는 훌륭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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