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원 주택 및 긴급 대피소 복구에 2,900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일곱 개 카운티에서 여덟 개 프로젝트로 노숙 뉴욕 주민을 위한 주택 215세대를 만들 예정  

  

지원금은 롱아일랜드의 기존 긴급 대피소 3곳에서 필요한 수리를 하는 데도 사용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덟 개 프로젝트에 주 지원금 2,960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숙자 재향군인, 가정 폭력 생존자,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영구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수여된 지원금은 일곱 개 

카운티에서 지원 주택 215세대를 만들고 서퍽 카운티의 비상 대피소 세 곳에서 필요한 

수리를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주택 및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성을 갖도록 돕고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하도록 돕고 노숙 위기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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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폭력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국가를 주도했던 뉴욕과 어머니의 명맥을 잇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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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뉴욕 주민이 저렴한 양질의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뉴욕주 전 지역의 노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네이다, 스키넥터디, 렌셀러, 브룸, 브롱크스, 워런, 리빙스톤 카운티에 배치된 

프로젝트는 기타 기금으로도 지원됩니다. 총 1억 9,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가격이 

합리적인 지원 주택을 주 전역에 총 472세대 추가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중 7건의 프로젝트는 이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ESSH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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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브롱크스 카운티 - 49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기금으로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42세대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3,160만 달러 규모의 합리적 가격의 주택 개발의 

일환으로 7층 건물에 69세대, 커뮤니티 공간, 직원 사무실 건설이 포함됩니다.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은 사례 관리, 목표 계획, 혜택 지원, 

위기 중재, 생활 기술 훈련, 부모 기술 훈련, 예산 짜기 및 금융 계획 지원, 직업 상담, 직업 

소개 및 고용 지원, 자기 건강 관리, 기타 필요 서비스로의 연결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Breaking Ground), 브롱크스 카운티 - 27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지원금으로 브롱크스에서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독신 성인을 

위한 지원 주택 47세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베턴시스 하우스(Betances House) 

건설을 위한 7,5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층 건물에 원룸 133세대 및 방 

1개짜리 22세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드림야드 프로젝트(DreamYard Project)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반 어린이집 프로그램(Universal Pre-K Progra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비스는 도심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Center for Urban Community 

Services)가 제공할 것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사례 관리 ii) 약물 관리 도움 iii) 치료 

워크샵 iv)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v) 금연 vi) 건강 관리 vii) 고용 및 교육 서비스 viii) 

장기적 계획. 제니안 메디컬 서비스(Janian Medical Services)에서 현장 무료 일차 진료 

및 정신 질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패밀리 인리치먼트 네트워크(Family Enrichment Network, Inc.) 브룸 카운티 - 41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지원금으로 빙엄턴에서 노숙 가족 및 개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19세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 어린 성인과 지능/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이 이에 포함됩니다. 패밀리 인리치먼트 네트워크(Family Enrichment 



 

 

Network)는 사례 관리, 임차 지원, 성인 문해 코스, 금융 문해 교실, 법적 변호, 교통, 부모 

교육/교실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DS 모나크(CDS Monarch), 리빙스턴 카운티 - 13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지원금으로 제네시오에서 독신 노숙 재향군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8세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1,11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 32세대를 포함합니다. CDS 모나크(CDS 

Monarch)의 자회사 워리어 살룻 베테랑 서비스(Warrior Salute Veteran Services, Inc.)는 

사례 관리, 의료 및 정신 질환 치료 접근성,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혜택 지원, 영양소 

상담, 금융 상담, 직업 교육 서비스를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드폴(DePaul Inc.), 오네이다 카운티 - 46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지원금으로 유티카에서 정신 질환을 앓는 독신 노숙자를 위해 

지원 주택 30세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60세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층 아파트 

건물에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30세대 만들 예정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1,930만 

달러입니다. 지원 서비스는 드폴(DePaul)이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사례 

관리 ii) 독립 생활 기술 교육 iii) 위기 중재 iv)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세인트 폴스 센터(St. Paul’s Center), 렌셀러 카운티 - 24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지원금으로 렌셀러시에서 지원 주택 9세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노숙 가족에게 방 43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27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건물을 개조하고 인근 빈 부지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세인트 폴스(St. Paul's)는 사례 관리, 혜택 지원, 트라우마 알림 평가 및 서비스, 상담 및 

위기 중재, 부모 기술 개발, 생활 기술 교육,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 소개, 건강 및 치료 

서비스,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빌더스(The Community Builders, Inc.), 스키넥터디 카운티 - 33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지원금으로 스키넥터디에서 심각한 정신병을 앓거나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노숙자 또는 가족을 위해 지원 주택 26세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85세대, 

4,000만 달러 규모 개발의 일환인 이 프로젝트는 또한 어린 성인, 가정 위탁을 받지 않는 

청소년/어린 성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비스는 스키넥터디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Schenectady Community Action Program)에서 제공할 것이며 사례 관리, 소개, 

예방 의료 및 치과 치료, 물질 사용 치료, 위기 중재, 법적 지원, 고용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워런-워싱턴 정신 건강 협회(Warren-Washington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Inc.) 

및 A.M.H. 자원 기업(A.M.H. Resources Corp.), 워런 카운티 - 580만 달러  

기타 자원과 결합된 해당 지원금으로 글렌스 폴스시에서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 만성 

노숙자, 노숙 청소년 가장을 위해 영구 지원 주택 28세대 및 지원 주택 6세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워런-워싱턴 정신 건강 협회(Warren-Washington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는 사례 관리, 법적 지원 및 변호, 혜택 지원, 상담 및 위기 중재, 트라우마 알림 

평가 및 치료/서비스, 위험 감소, 안전성 계획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긴급 대피소 수리  

  

가족 서비스 연맹(Family Service League), 서퍽 카운티 - 300,000달러  

  

• 헌팅턴에 있는 노숙자를 위한 방 60개짜리 긴급 대피소 수리에 

100,000달러.  

• 브렌트우드에 있는 노숙 가족을 위한 90실짜리 비상 대피소 수리에 

100,000달러.  

• 포트 제퍼슨역(Port Jefferson Station)에 있는 노숙 가족을 위한 6실짜리 

긴급 대피소 수리에 100,000달러.  

  

Samuel D. Roberts OTD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자 및 노숙자 출신 뉴욕 

주민들이 전체적 건강을 개선하고 독립성을 기르도록 돕는 데 지원 서비스들을 결합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리 

주의 취약한 인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은 특별 지원 없이 

적절한 주택에서 거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주택을 획득, 건축, 또는 재건하도록 

비영리법인, 자선 단체, 종교 단체, 지방 자치 단체에게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 직원이 있는 공공 혜택 기업 뉴욕주 노숙자 주택 

및 지원 기업(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Corporation)의 경쟁적 과정을 통해 

수여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BC0F8198D68598538525835C005C742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