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200개 이상 지원 주택을 위한 조건부 보조금 수여 발표 

 

182회 조건부 보조금 수여로 43개 카운티 지역사회 협력기관에 지원 주택 서비스 및 운영 

자금을 제공할 예정 

 

보조금 수여는 지원 주택 6,000가구를 만드는 주지사의 26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5개년 

계획 일정을 앞지른 상태로 유지 

 

수상자는 지원 주택 가구당 2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장애, 질병, 기타 문제가 있는 노숙자용 1,200가구 

이상의 지원 주택을 위한 182회 조건부 보조금 수여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주 

전역 43개 카운티의 116개 지역사회 협력 기관에 지원 서비스 및 운영 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보조금의 제3단계로, 뉴욕주에 지원 주택 6,000채를 만드는 데 26억 달러를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은 수천 명에게 생산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주 정부는 노숙을 없애고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이 합리적 

가격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역사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노숙을 없애는 

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조금 수여로 43개 카운티에서 장애가 있는 

노숙자들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 받을 지원 주택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2016년 주지사 주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계획(Housing Plan)을 발표한 이래 뉴욕은 2년 동안 이미 3,098개 지원 주택 건설 

및/또는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최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보조금 수여는 추가 지원 주택 최소 

1,200가구용 서비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연장 가능한 5년 계약이며 그 결과로 3년 동안 

총 4,200가구 이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는 새 지원 주택 가구당 서비스 및 운영비로 2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신청자들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와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지원 주택 프로젝트의 개발 및 건설 자금을 보장받도록 돕습니다. 

 

이번 제3차 수여에서 신청자들은 본인의 제안서가 어떻게 특정 인구에게 도움을 줄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인구에는 노숙 재향 군인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령자, 투옥, 노숙, 가정 위탁 보호 기록이 있는 젊은 성인, 

만성적 노숙자와 그 가족, 지능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또는 에이즈(AIDS) 환자, 심각한 정신병 및/또는 약물 중독자가 포함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자격이 되는 대상 집단에게 주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기본 및 행동 건강 서비스, 

• 고용 및 직업 훈련 및/또는 지원, 

• 교육 지원 (고졸 학력 인증서(GED) 지원 포함), 

• 양육 기술 개발 및 지원, 

• 보육 지원, 

• 상담 및 위기 개입, 

• 교육적인 문제를 대변, 지원, 상담하는 어린이 지원 서비스, 

• 주거지가 필요한 유자격자를 식별하여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직원. 

 

조건부 보조금을 받은 제공기관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뉴욕주 상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ousing, 

Constru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위원장인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합리적 

가격의 주택, 중요 서비스와 연결하여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회 동료들,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old-files/Providers_Receiving_Awards_for_Supportive_Housing_09.10.18.pdf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에서 

사람들이 주택 안정성 장벽을 넘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정신 건강 및 발달 장애에 관한 뉴욕주 상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위원장인 Robert G.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안정적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느끼는 장소, 힘들게 일한 후 쉴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지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으로 추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안전한 거주지를 마련하고 주변 지역사회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보장할 것입니다.” 

 

퇴역 군인에 관한 뉴욕주 하원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의 

위원장인 Michael G. DenDek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억 달러 

규모의 지원 주택 5개년 계획을 진행하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약물 남용 및 다양한 정신 질환 문제를 가진 

노년층, 재향 군인, 거주민들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갖춘 합리적 가격의 

안전한 주택을 만들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에 관한 뉴욕주 상원 상임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의 위원장인 George Amedor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안정성은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지원 주택 가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재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은 국내 주 중 가장 많은 지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주택은 장애 또는 기타 

사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주택 및 주택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요소입니다. 제공자는 세입자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서비스 및 치료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보조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계획(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관계기관합동 워크그룹(Interagency Workgroup) 내의 기관들이 담당하는 모든 

주민들의 요구를 처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 에이즈 연구소(AIDS Institute)를 포함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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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 

• 아동가족사무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및 

• 발달 장애인 사무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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