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주택 252 가구를 건설하도록 2,880 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브롱크스, 뉴욕, 셔터쿼, 오논다가, 오렌지, 오스위고, 톰킨스 카운티들의  

프로젝트 7 건에 수여되는 지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노숙을 하는 뉴욕 주민들을 위한 

252 가구의 주택 건설을 위해 7 개의 지원주택 프로젝트에 2,88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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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되는 지원금은 브롱크스, 뉴욕, 셔터쿼, 오논다가, 

오렌지, 오스위고, 톰킨스 카운티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기 

좋고 저렴한 곳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들을 활기차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수백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 머리 

위에 지붕과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래 나열된 각 프로젝트는 정신병, 약물 남용 장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HIV/AIDS) 

등을 포함하여 그들의 노숙 경험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될 것입니다 지원주택은 이 가구의 거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장애들을 그들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조금 지급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 West Side Federation for Senior and Supportive Housing – 863 만 달러  

임시 쉼터 35 가구와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될 영구 지원주택 115 가구를 신축하게 

되는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 소재 웨스트 108번 스트리트 프로젝트 (West 

108th Street Project)의 신축 공사에 수여되는 지원금. 이 가구들은 정신병으로 



진단받은 노숙자나 노쇠한 노년층들을 위해 예비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케이스 관리, 위기 개입 상담, 약물 및 영양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The Bridge – 650 만 달러  

퇴역 군인 노숙자, 정신병이 있는 사람, 노쇠한 노년층을 위한 69 가구가 입주하게 

될 브롱크스에 신축하는 7 층 건물에 수여되는 지원금. 지원 서비스에는 약물 

관리, 확실한 정신과 서비스 지원, 직업 봉사, 가족 재회, 재택 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미드 허드슨 

• Safe Homes of Orange County – 385 만 달러  

뉴버그 시 소재 11 가구, 20 개의 침상을 갖춘 쉼터를 개발하기 위해 수여된 

지원금. 지원 서비스에는 영구 주택 확보 및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센트럴 뉴욕  

• Housing Visions Unlimited – 297 만 달러  

노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18 채의 영구 주택이 포함된 4 동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수여된 지원금.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48 가구를 

포함한 16 동의 추가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 공사도 포함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케이스 관리, 양육 기술, 영양 상담, 고용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 Oswego County Opportunities – 909,767 달러  

풀턴에서 백스트리트 아파트 영구 지원 주택 프로그램 (Backstreet Apartments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program)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여된 지원금. 노숙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6 가구와 10 개의 침상을 

갖춘 영구 지원주택이 유지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케이스 관리, 재무 기술 

교육,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남용 상담, 고용/직업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서던 티어 

• Tompkins Community Action – 373 만 달러  

이타카 소재 기존 사무실 건물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18 세에서 25 세 사이의 

젊은이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 지원주택 23 채를 짓기 위해 새로 추가되는 건축 

공사에 수여되는 지원금 지원 서비스에는 회복 지원, 가사 기술, 교육 및 취업 관련 

교육, 양육 교육, 재무 관리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 Southern Tier Environments for Living – 222 만 달러  

노숙자 및 심한 정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위해 10 가구와 침상 20개로 

구성되는 던커크 소재 현장 네 곳의 신축 공사 및 개조 공사가 포함된 던커크 개조 

및 소유권 프로그램 (Dunkirk Renovation & Ownership Program)에 수여되는 

지원금 지원 서비스에는 상담, 정신 의학 서비스, 생활 환경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Samuel D. Roberts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뉴욕주의 지원은 

종합적인 방식으로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이 공약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RuthAnne Visnauskas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원주택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처지에 직면하거나 노숙자가 

될 처지의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얻는 것은 안전하고 견고한 집의 열쇠 이상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들어맞는 지원 서비스가 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의 지원금은 더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노숙자 상태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정 

가격의 지원 주택을 위해 5개년 종합 계획으로 200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100,000 채의 적정 가격 주택 및 6,000 채의 지원 주택의 건설 및 

보존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2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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