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걸쳐 140개가 넘는 주거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1,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 

 

지원 자금은 가족, 퇴역군인, 그리고 정신질환, HIV/AIDS 또는 중독에 처한 개인들에 대한 

주거를 지원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홈리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141개의 주거 시설을 

제공하게 될 뉴욕주 전역의 6개 프로젝트에 대해 1,43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여성과 그 자녀, 퇴역군인, 그리고 정신질환, HIV/AIDS 

또는 중독에 처한 개인 등, 홈리스 상태에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적정 

가격의 괜찮은 주거에 살 자격이 있으며, 이번의 새로운 주거 지원은 우리를 그 목표에 

좀더 근접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일부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자원을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지원 자금은 향후 세대들을 위해서 뉴욕 

전역에 걸쳐 보다 건강하고 강력한 지역사회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자금은 올버니, 먼로, 오네이다 및 세네카 카운티와 브롱크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들에는 다양한 주거 유형이 포함될 것이며, 

여기에는 영구적 및 잠정적 지원 주거 시설, 그리고 가정과 개인이 홈리스 상태에서 

자립할 때까지 돕기 위한 임시적인 비상 주거 시설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카운티 금액 

Cayuga/Seneca 
Community Action 

세네카 1,043,899달러 

Interfaith Partnership 
for the Homeless 

올버니 2,621,867달러 

Catholic Family 
Center 

먼로 1,686,857달러 



Breaking Ground 
and Comunilife 

브롱크스 5,900,000달러 

House of Mercy 먼로 2,300,000달러 

Municipal Housing 
Authority of Utica 

오네이다 770,000달러 

지원금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들이 홈리스 상태와 가난으로부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계된 주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이 감독하는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 총 141개의 주거 시설과 259개의 침대가 주 

전역에 걸쳐 제공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Cuomo 주지사의 200억 달러 규모의 홈리스 및 적정 가격 주거 조치 

계획(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의 일환이며, 이 계획에는 

100,000개의 적정 가격 주거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투입되는 100억 달러, 

그리고 6,000개의 새로운 영구적 지원 주거 시설과 1,000개의 비상용 침대를 

개발함으로써 홈리스에 대처하는데 전적으로 투입되는 1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 Samuel D. Rober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는 홈리스에 대처하는데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왔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노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건설되는 주거 시설들은 입주자들이 

노숙을 벗어나게 도와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홈리스에 기여했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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