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퇴역군인, 가정 폭력 생존자, 정신 질환자 등을 위한 지원 주택에 4,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발표  

  

노숙자 뉴욕 주민을 위해 주택 276 가구를 제공하는 지원 주택 프로젝트 11 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숙자 뉴욕 주민을 위한 지원 주택 프로젝트 11 건에 

4,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퇴역군인, 가정 폭력 

생존자, 정신 질환자 등을 위해 지원 주택 총 276 가구를 짓게 됩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제공되는 이 

지원금으로 올버니, 브롱크스, 나이아가라, 뉴욕, 온타리오, 서퍽, 톰킨스 카운티 등의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가장 취약한 우리 뉴욕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저렴한 주택을 이용하고, 모든 주민을 위해 노숙 위기를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수많은 보호 대책이 생기기 훨씬 전인 1970 년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지지자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선도하며 가정 폭력에 맞서 싸우는 뉴욕과 함께 낮은 목소리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 피해자, 우리의 용감한 퇴역군인, 정신 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우리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이 주택 기금으로 저렴한 양질의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뉴욕주 전 지역의 노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중 9 건의 프로젝트는 이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기금은 지원 서비스 및 운영 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 캐서린 센터 주식회사(St. Catherine's Center for Children, Inc.), 

올버니 카운티 - 56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노숙자 청소년 및 심각한 정신 질환 및 또는 

약물 사용 장애로 진단되는 가장이 있는 가정을 위해 올버니 시에서 진행되는 영구 지원 

주택 20 가구의 건설 공사를 지원합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600만 달러입니다.  

  

재활 지원 서비스 주식회사(Rehabilitation Support Services, Inc.), 올버니 카운티 - 

25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위해 

올버니에 영구 지원 주택 10 가구가 들어서는 3 층 건물의 건설 공사를 지원합니다. 이 

건설 공사는 또한 저렴한 주택 10 가구를 확보하는 20 가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540만 달러입니다.  

  

올버니 주택 연합(Albany Housing Coalition), 올버니 카운티 - 18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클린턴 애비뉴 퇴역군인 아파트먼츠(Clinton 

Avenue Veterans Apartments)에서 올버니 소재 클린턴 애비뉴(Clinton Avenue)의 3 개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퇴역군인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9 가구를 확보합니다. 3 채의 기존 타운 하우스에 1 베드룸을 각각 3 가구씩 

확보합니다. 총 개발 비용은 210만 달러입니다.  

  

뉴 데스티니 주택 공사(New Destiny Housing Corporation), 브롱크스 카운티 - 57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가정 폭력 생존자가 

가장인 노숙자 가족을 위해 브롱크스의 영구 지원 주택 37 가구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렴한 주택 25 가구가 포함된 프로젝트 62 건의 일부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3,500만 달러입니다.  

  

유니크 피플 서비시스 주식회사(Unique People Services, Inc.), 브롱크스 카운티 - 

55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이즈(HIV/AIDS) 감염 

노숙자 30 명과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 25 명 등을 대상으로 브롱크스에서 

영구 지원 주택 55 가구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또한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려는 프로젝트 93 건의 일부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5,200만 달러입니다.  

  

캠바 하우징 벤처스(CAMBA Housing Ventures), 브롱크스 카운티 - 75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 노숙자 가족 

및 정신 질환을 가진 독신자들을 위해 브롱크스에서 영구 지원 주택 87 가구의 개발 



 

 

공사를 지원합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288 가구 신축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저렴한 주택 200 가구 및 주택 관리인 입주용 2 가구도 확보됩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1억 3,500만 달러입니다.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주식회사의 기독교 여자 청년회(YWCA of Niagara Frontier Inc.), 

나이아가라 카운티 - 14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이전 기독교 청년회(YMCA) 서비스 대행사 

건물을 영구 지원 주택 가구로 개조하여 전환하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가정 폭력의 생존자인 노숙 여성을 위해 8 가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독신 여성을 

위해 저렴한 주택 4 가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건물에 행정 사무실 및 상업 공간도 

들어서게 됩니다. 총 개발 비용은 350만 달러입니다.  

  

오딧세이 하우스(Odyssey House), 뉴욕 카운티 - 16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 독신 

성인을 위해 뉴욕시의 이스트 할렘 126 번 스트리트(126th Street)에 개발하는 영구 지원 

주택 15 가구를 지원합니다. 저렴한 주택 6 가구도 포함됩니다. 제안된 이 프로젝트에는 

철거 및 신축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1,200만 달러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유나이티드 뇌성 마비 협회 주식회사(Finger Lakes United Cerebral 

Palsy, Inc.), 온타리오 카운티 - 19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캐넌다이과에 영구 지원 주택 9 가구가 

들어서는 건물 2 채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5 가구는 약물 남용 병력이 있는 개인을 위해 

확보되며, 4 가구는 55 세가 넘는 고령자 노숙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저렴한 주택 21 가구를 확보하는 30 가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950만 달러입니다.  

  

머시 헤이븐(Mercy Haven), 서퍽 카운티 - 32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서퍽 카운티 소재 주택 3 채의 개조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가정 폭력 생존자 가정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8 채가 

포함됩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320만 달러입니다.  

  

레이크뷰 헬스 서비스 주식회사(Lakeview Health Service, Inc.), 톰킨스 카운티 - 370만 

달러  

다른 재정 지원 기금과 결합된 이 기금으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 10 

명과 약물 남용 및 또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이즈(HIV/AIDS) 감염 노숙자 8 명 등을 

대상으로 이타카의 웨스트 엔드 하이츠(West End Heights) 인접 지역에 영구 지원 주택 

18 가구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이 허가한 20 가구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택 22 가구도 포함된 60 가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2,170만 달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에 발표된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를 

위한 5 개년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의 일부입니다. 10만 가구가 넘는 저렴한 주택과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건설하고 

유지함으로써, 이 계획은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및 임대료 안정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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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보다 취약한 사회의 구성원을 위해 

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미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 주택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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