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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최초의 1,200개 지원 주택 개발을 위한 조건부 선정 발표 

 

6,000개의 지원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주지사의 전면적인 26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이 

진전되어, 40개 카운티에 있는 84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선정 통지를 받음 

 

주 전역에서 이루어진 선정이 주지사의 전례 없는 10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홈리스 조치 

계획을 진전시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홈리스 위험에 처한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1,200개의 지원 주택 개발을 뒷받침하게 될 최초의 조건부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 발표된 제안요청서에 뒤이어 이루어진 이번 선정은 지원 주택 프로젝트의 지속적 

서비스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자금지원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갱신 

가능한 5년 기간의 계약에 따라 지원 주택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부여됩니다. 뉴욕주 가정 

및 지역사회 재생국(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은 지원 주택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조건부 계약 선정을 받은 지원 주택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선정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6,000개의 신규 

지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지사의 전례 없는 26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주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는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를 종식시키고,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이 영구적인 주택에 입주하도록 돕기 위해서 공세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은 뉴욕주의 가족과 아동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갖도록 보장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필수적 주택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주의 변혁적 청사진을 신속히 진전시키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 및 지역사회 재생국 커미셔너 James S. Rub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리스 상태인 개인과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유한 문제와 필요 사항에 대처할 때는 

항상 적절한 시기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뉴욕주는 우리 

중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우리의 전념에 관해서, 

국가적으로 선도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처할 곳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84개의 서비스 제공자 선정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다시 한번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량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품질과 규모의 보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HCR 팀은 이 계획들을 시작부터 현실화까지 신속히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Not-for-Profit Services 인터에이전시 코디네이터 Fran Barre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살기에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거장소를 갖도록 보장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지원 주택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이번 자금지원은 우리 주의 

종합적 홈리스 조치 계획을 진전시키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역사회와 보다 밝은 미래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조건부 선정은 올해 개발될 에정인 1,200개 이상의 지원 주택에 

적용됩니다. HCR 및 OTDA는 지원 주택에 대해서 가장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총 84개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들이 총 121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 조건부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에는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걸친 79개의 프로젝트와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42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자금 전액을 지원받는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서 대략 80%의 주택이 뉴욕주의 홈리스 

인구 분포에 부합되게, 5개의 자치구에 걸쳐 소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기준 

6월에 이루어진 제안요청서 발표 후에, 신청자들은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자의 제안서가 홈리스 주택 서비스에 있어서의 격차에 

구체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증명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신청은 일관된 기준을 

사용해서 평점이 매겨졌으며, 이 기준에서는 홈리스에 관한 제안서의 영향, 제안서의 

비용 효과 및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준비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 재생국, 그리고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의 

홈리스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부여됩니다. 오늘 발표된 서비스 및 운영 자금은 자본 

프로젝트가 구축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는 때에 선정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계약에 

따라 지원될 것입니다.  

 

주 정부 지원금 

홈리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종합적인 주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선정은 

다수의 자금 지원 경로에 의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6월에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2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 중 최초 1억 5,000만 달러, 홈리스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과 기타 자본 조달 자원으로부터 제공되는 6,300만 달러, 연방 

세액 공제 에쿼티 2억 3,000만 달러, 그리고 향후 5개년에 걸쳐 서비스 및 운영 계약으로 

제공되는 9,4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영구 지원 주택 

1,200개의 새로운 영구 지원 주택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에 제공될 

http://www.omh.ny.gov/omhweb/rfp/2016/es-support-housing/rfp.pdf


것이며, 여기에는 직업 훈련, 상담 및 위기 개입 조치, 교육 지원, 법률 서비스, 독자적 

생활 기술 훈련, 수당 지원, 그리고 1차 의료 및 정신 보건 서비스를 받고 유지하는 지원 

등, 이들의 필요 사항에 맞춤화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것입니다.  

 

대상으로 하는 홈리스 해당자에는 퇴역 군인, 가정폭력 피해자,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령자, 수감, 홈리스 또는 위탁 양육 경험이 있는 청장년, 만성적으로 홈리스 상태인 

개인 및 가정과 아울러, 육체적 건강,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주 차원의 홈리스 기관 협의회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는 홈리스 기관 협의회(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를 구성했으며, 그 공동의장은 주지사의 Not-for-Profit Services 

인터에이전시 코디네이터인 Fran Barrett와 HCR 커미셔너 James S. Rubin이 

맡았습니다. 

 

기관 협의회는 주 전역의 홈리스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그리고 주 차원의 연속적인 

보호조치 보장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 수행을 포함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최선의 실무 처리 세트를 수립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들 및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관 협의회는 2016년 12월에 최초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대화를 계속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Rosa Gil 박사, Comunilife 사장 겸 CEO  

 Tony Hannigan, Center for Urban Services 설립자 겸 상임이사  

 Deborah Damm O'Brien,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 Albany 상임이사  

 Lilliam Barrios-Paoli, Hunter College 총장 선임고문, NYC Health + Hospitals 

이사회 의장  

 John Paul Perez, Partner Relations Associate, Finger Lakes Performing Provider 
System (FLPPS)  

 Reverend Dr. Maria Scates, 유티카 Johnson Park Center의 CEO  

 Melissa Spicer, Clear Path for Veterans 상임이사  

 Christine Quinn, WIN 사장 겸 CEO  

 Bobby Watts, Care for the Homeless 상임이사  

 Dale Zuchlewski, Homeless Alliance of Western New York 상임이사 

주지사의 홈리스 조치 계획은 다수의 뉴욕주 기관들이 관여하는 종합적 계획입니다. 

6,000개의 신규 지원 주택을 위한 26억 달러에 추가해서, 전례 없는 이 계획에서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기존의 지원 주택, 쉘터 베드(shelter bed) 및 기타 홈리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7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도 지역 (Capital Region) 

The Albany Damien Center - 올버니 카운티 

Albany Housing Coalition - 올버니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fice - 올버니 카운티 

Equinox, Inc. - 올버니 카운티 

Interfaith Partnership for the Homeless - 올버니 카운티 

Rehabilitation Support Services - 올버니 카운티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Columbia-Greene Counties - 그린 카운티 

The Community Builders - 렌셀러 카운티 

St. Paul’s Center - 렌셀러 카운티 

Unity House, Inc. - 렌셀러 카운티 

SCAP, Inc. - 사라토가 카운티 

CAPTAIN Youth and Family Services - 사라토가 카운티  

Mohawk Opportunities - 스키넥터디 카운티 

SCAP, Inc. - 스키넥터디 카운티  

 

센트럴 뉴욕 지역 (Central New York) 

Rescue Mission Alliance of Syracuse - 카유가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of Onondaga County - 오논다가 카운티 

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s - 오논다가 카운티 

Rescue Mission Alliance of Syracuse - 오논다가 카운티  

The Salvation Army - 오논다가 카운티 

St. Camillus Health Care Facility - 오논다가 카운티 

YWCA of Syracuse and Onondaga County - 오논다가 카운티 

Oswego County Opportunities, Inc. - 오스위고 카운티 

 

핑거 레이크스 지역 (Finger Lakes) 

DePaul Community Services, Inc. - 제네시 카운티 

DePaul Community Services, Inc. - 리빙스턴 카운티 

Alternatives for Battered Women - 먼로 카운티 

East House - 먼로 카운티 

Spiritus Christi Prison Outreach - 먼로 카운티 

Volunteers of America of Western New York - 먼로 카운티 

Finger Lakes United Cerebral Palsy - 온타리오 카운티 

FLACRA - 온타리오 카운티 

DePaul Community Services, Inc. - 올리언스 카운티 

FLACRA - 세네카 카운티 

FLACRA - 웨인 카운티  

DePaul Community Services, Inc. - 와이오밍 카운티 

 

롱아일랜드 (Long Island) 

Federation of Organizations - 나소 카운티 



Options for Community Living, Inc. - 나소/서퍽 카운티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and Wellness - 서퍽 카운티 

Federation of Organizations - 서퍽 카운티 

New Ground, Inc. - 서퍽 카운티 

Transitional Services of NY- Long Island - 서퍽 카운티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 서퍽 카운티 

 

미드 허드슨 (Mid-Hudson) 

Hudson River Housing - 더치스 카운티 

Access Supports for Living, Inc. - 오렌지 카운티 

Search for Change, Inc. - 퍼트넘 카운티 

RUPCO - 얼스터 카운티 

Community Housing Innovations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모호크 밸리 (Mohawk Valley) 

DePaul Community Services, Inc. - 오나이더 카운티 

JCTOD Outreach, Inc. - 오나이더 카운티 

Municipal Housing Authority of Utica - 오나이더 카운티 

Oneida Healthcare - 오나이더 카운티 

Rescue Mission of Utica - 오나이더 카운티  

Utica Center for Development - 오나이더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fice - 옷세고 카운티  

Catholic Charities Housing Office - 쇼하리 카운티 

 

뉴욕시 (New York City) 

ACMH, Inc. - 브롱크스 카운티 

The Bridge, Inc. - 브롱크스 카운티 

Bronxworks - 브롱크스 카운티 

CAMBA, Inc. - 브롱크스 카운티 

Comunilife, Inc. - 브롱크스 카운티 

Community Access, Inc. - 브롱크스 카운티 

Federation of Organizations - 브롱크스 카운티 

Hebrew Home for the Aged - 브롱크스 카운티 

New Destiny Housing Corporation - 브롱크스 카운티 

Project Renewal, Inc. - 브롱크스 카운티 

Samaritan Village - 브롱크스 카운티 

Services for the Underserved, Inc. - 브롱크스 카운티 

Unique People Services, Inc. - 브롱크스 카운티 

Urban Pathways - 브롱크스 카운티 

Women in Need - 브롱크스 카운티 

WSFSSH - 브롱크스 카운티 

Brooklyn Bureau of Community Service - 킹스 카운티 

CAMBA, Inc. - 킹스 카운티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 킹스 카운티 



Housing Works - 킹스 카운티 

PSCH, Inc. - 킹스 카운티 

Ridgewood Bushwick Senior Citizens Council, Inc. - 킹스 카운티 

AIDS Service Center of Lower Manhattan, Inc. - 뉴욕 카운티  

Barrier Free Living, Inc. - 뉴욕 카운티 

Harlem United Community AIDS Center, Inc. - 뉴욕 카운티  

West Side Federation for Senior and Supportive Housing - 뉴욕 카운티 

CAMBA, Inc. - 퀸즈 카운티 

Hour Children, Inc. - 퀸즈 카운티 

PSCH, Inc. - 퀸즈 카운티 

Project Hospitality - 리치먼드 카운티 

Bowery Residents Committee, Inc. - 카운티 미지정  

CAMBA, Inc. - 카운티 미지정 

Lantern Community Services, Inc. - 카운티 미지정  

Services for the Underserved, Inc. - 카운티 미지정 

 

노스 컨트리 (North Country) 

Behavioral Health Services North, Inc. - 클린턴 카운티 

ETC Housing Corporation - 클린턴 카운티 

Citizen Advocates, Inc. - 프랭클린 카운티 

St. Joseph’s Addition Treatment and Recovery Centers - 프랭클린 카운티 

North Country Transitional Living Services, Inc. - 루이스 카운티 

 

서던 티어 (Southern Tier) 

Opportunities for Broome - 브룸 카운티 

YWCA Binghamton & Broome - 브룸 카운티  

Economic Opportunity Program of Chemung County - 셔멍 카운티 

SCAP, Inc. - 슈토이벤 카운티 

Tompkins Community Action, Inc. - 톰킨스 카운티 

 

웨스턴 뉴욕 (Western New York) 

Buffalo Federation of Neighborhood Centers, Inc. - 이리 카운티 

Lt. Col. Matt Urban Center - 이리 카운티 

My Place Home for the Homeless - 이리 카운티  

YWCA of the Niagara Frontier - 나이아가라 카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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