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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숙자 대책 행동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 1억 5,800만 달러를 이용 

가능하다고 발표  

  

영구 지원 주택 프로젝트, 비상 대피소 수리를 위해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이 1억 

2,800만 달러 제공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를 통해 운영 및 서비스 자금 지원 

최대 3천만 달러 이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노숙자 주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2건의 요청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HHAP)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가 결합하여 

노숙자가 된 뉴욕 주민들을 수용하고 주택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1억 5,800만 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주지사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주택 계획의 작업을 계속하고, 이 

계획은 10만 단위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거나 보존하고 있으며 주 전역 6,600가구 이상의 

지원 주택 단위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자가 된 이들에게 주택 불안은 더 큰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노숙자가 된 사람들의 대피소와 지원 요구를 모두 

해결하는 프로젝트는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선봉에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의미하며,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주택을 짓거나 비상 대피소를 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1억 2,8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이는 지난해 배정된 금액의 두 

배입니다.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는 노숙자가 되고 특별한 요구, 

상태 또는 기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한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해 최대 3천만 달러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5개년 200억 달러 규모 주택 계획에 대한 그의 헌신을 기반으로, Cuomo 주지사의 

2021년 제정 주 예산은 6,400만 달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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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이 있는 개인에 

대한 지원 주택에 5백만 달러, 비상 대피소에 필요한 수리 비용 1백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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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직원이 있는 공공 혜택 기업 뉴욕주 홈리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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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주 전체에 

지원 주택의 양을 확장하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헌신은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저렴한 곳에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식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전례 없는 증가로 가용 

기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주 전역의 노숙자를 줄이고 주택 불안정성과 싸우는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Cuomo 주지사의 비전 있는 계획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되어 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에 의해 관리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는 위험 인구를 위해 최소 6,000가구의 영구 

지원 주택의 서비스 및 운영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5개년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다중 주 기관의 자원을 보다 잘 조정하여 동적 프로그래밍과 빠른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이 이니셔티브는 4,600가구 이상의 지원 주택에 대한 서비스 및 운영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할당된 기금은 주 전체에 추가로 1,200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보건국 커미셔너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된 주택은 노숙의 

위험에 처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는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던 수천 명의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회복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억 5,800만 달러의 투자는 노숙자 위험이 

가장 높은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Cuomo 주지사의 적극적인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주택 계획을 통해 뉴욕 주민들을 위한 6천 가구의 지원 주택을 

창출할 것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중에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만 제공할 수 있는 보호 

기능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고 노숙을 없애려는 우리의 

노력은 사람들이 양질의 주택을 찾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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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제안서 요청을 통해 공급업체들이 물질 사용 장애와 싸우는 

노숙자를 위한 안전하고 영구적인 지원 주택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가족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커미셔너 

Sheila J. Poo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안전한 대피소가 없이 자녀나 젊은이들과 함께 가정 폭력 상황에서 

도망치는 개인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주택 프로젝트는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독립적이고 일하며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인 주택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커미셔너 

Theodore Kastn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Cuomo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발달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지지적인 주택은 지역사회 통합의 기초이며, 우리가 

행복하고 성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 제안서 요청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 제안서 요청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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