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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숙에 내몰린 청소년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주택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가 올버니에 신규 영구 지원 주택 20가구 추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인트 캐서린 아동 센터(St. Catherine's Center for
Children)이 개발을 맡은 600만 달러 규모의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North Pearl Street
Apartments)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버니 시의 노숙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주택 20 가구를 제공합니다. 주정부의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가장이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청소년과 가족에게 영구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주택과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적정 가격의 지원 주택 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해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와 같이 노숙자가 된 사람들의
대피소와 지원 요구를 모두 해결하는 프로젝트는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선봉에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개발 및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여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좋은 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올버니에서 건설되고
있는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는 청소년과 가족에게 20가구의 지원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캐서린 아동 센터는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치료, 영양 훈련, 직업
개발 등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숙 문제 해결,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더욱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복구 등을 목표로 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우리의 야심한 5개년 주택 개발 계획의 일환입니다."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는 현재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비어 있던 과거 양로원 부지에
지어질 것입니다. 여름에 이전 건물을 철거했고, 20가구의 영구 지원 주택이 위치할
현대적인 3층 건물로 재건축되고 있으며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거지는 가장이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약물 남용 질환을 가지고 있어 노숙에
내몰린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특별히 배정될 것입니다. 세인트 캐서린(St. Catherine's)은
입주민에게 사례 관리, 치료 조정, 영양 훈련, 인력 개발, 육아 수업, 정신 건강/물질 사용
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시행하는 주정부의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으로부터 56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금은 Cuomo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젝트(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추가 자금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과 세인트 캐서린 아동 센터 기금(St. Catherine's Center for the
Children Foundation)이 지원하였습니다.
세인트 캐서린(St. Catherine)의 Frank Pindiak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트
캐서린 아동 센터는 올버니 지역에 새로운 지원 주택 아파트 단지(Supportive Housing
Apartment Complex) 건설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개 가구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는 내년 문을 열 예정이며, 해당 지역의 가장 소외된 계층에 주거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우리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곳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노숙에
직면한 뉴욕 주민들이 지속적인 주택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는 올버니의 청소년 및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오랫동안 버려졌던 부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은 주도 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세인트 캐서린 아동 센터보다 추가적 주거 시설을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의 착공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완공 후, 이 아파트는 노숙을 경험한 20개 가정에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이고 짜릿한 프로젝트이며, 저는 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 세인트 캐서린 아동 센터, 기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중 가장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매우
불공평하게 더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보건 위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의료, 상담, 정신 보건 지원,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는 노숙자를 비롯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 및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를
진행해주신 수많은 공공 및 민간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Daniel P.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숙, 중독, 정신 건강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렴한 주택과 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20 가구로 구성된 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경제 복구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진 더욱 많은
주민들이 집이라고 부를 장소를 갖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올버니 카운티가 이 프로젝트
부지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신
주지사와 세인트 캐서린에 찬사를 보냅니다."
올버니 시의 Kathy Sheeha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543 노스 펄 스트리트에
만들어질 저렴한 주택에서 만성적인 노숙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 그리고 신체 또는 정신
보건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가장 소외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세인트 캐서린에
감사드립니다."
노스 펄 스트리트 아파트는 주지사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주택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은 10만 단위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거나 보존하고 있으며 주 전역
6,600가구 이상의 지원 주택 단위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2021년 뉴욕주 예산에서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의 가용 자금은 6,40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노숙자 퇴역 군인을 위한 지원 주택 개발에 500만 달러, 과거 노숙
경험이 있는 에이즈(AIDS) 환자를 위한 지원 주택에 500만 달러, 비상 쉼터 보수 자금
100만 달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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