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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생활지원주택 프로젝트 8 개에 약 2,160 만 달러 지원 발표

퇴역군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홈리스 뉴욕 주민을 위한 주택 건설 지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홈리스 뉴욕 주민을 위해 총 265 채를 조성할
생활지원주택 프로젝트 8 개에 약 2,160 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홈리스 주택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조성된 이 기금은 서퍽 및 오나이더 카운티의 홈리스 퇴역군인 및 가족
대상 생활지원주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이리, 나소 및 오나이더 카운티의
홈리스 일반인 및 가족 대상 생활지원주택 프로젝트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 8 개
프로젝트는 모두, 알맞은 주택 건설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100 억 달러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심각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기금 지원은 그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생활지원주택의 조성을 통해, 우리는 뉴욕주의 취약계층 가운데 일부가
큰 부담 없는 가격에 안전하고 적당한 주거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생활지원주택 265 채 가운데 뉴욕시, 이리, 나소, 오나이더 및 서퍽 카운티의
141 채는 영구적 및 과도기적 생활지원주택이 될 것입니다. 이 주택들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제공될 것이며, 여기에는 취업 훈련, 상담, 독립 생활 기술 훈련,
복지혜택 알선/안내, 1 차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수급 및 유지 관련 지원
등과 같이 이들의 필요 사항에 맞춤화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될 것입니다.
피수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Lt. Col. Matt Urban Center (이리 카운티) $3,112,670
 Utica Center for Development (오나이더 카운티) $3,174,100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Inc. (서퍽 카운티) $1,308,842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and Wellness, Inc. (서퍽 카운티) $1,988,716

 Rescue Mission of Utica, Inc. (오나이더 카운티) $1,711,839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Inc. (서퍽 카운티) $1,547,164
 Postgraduate Center for Mental Health, Inc. (킹스 카운티, 뉴욕시)
$2,993,268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Inc. (나소 카운티) $5,750,000
Samuel D. Roberts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홈리스 문제의 해결에 크게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생활지원형 주택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세입자들이 받게 될 주택과
서비스는 이들의 생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시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서비스 사무국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 주거 환경은 약물 사용 장애와 싸우는 사람들의
회복 과정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퇴역군인과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중독에서 회복 중인
분들 등 뉴욕주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시는 Cuomo
주지사와 임시 및 장애 지원국, 그리고 홈리스 주택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이 대규모 지원금을
통해 웨스턴 뉴욕의 Lt. Col. Matt Urban Human Services Center 는 지난 수십년 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왔던 서비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리스 상태의 독신 여성과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생활지원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Matt Urban Center 는 이들에게 인생을 새출발하고 자존감과 안전성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홈리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헌진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또한 Matt Urban Center 봉사자 여러분들의 사심없는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홈리스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Utica Center for Development 에 이 중요한 지원금
가운데 일부가 수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한 그 어떤
퇴역군인도 살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기에, 이 기금이 지원할 지역 주택
프로그램은 우리 퇴역군인들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이것은 또한 Rescue Mission of Utica 에는 대단히 기쁜
소식이며 홈리스 상태의 일반인과 가족들을 위한 생활지원형 주거용 아파트를 추가로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역군인, 국토안보 및 병무 관련 상원위원회 의장 Thomas D. Croci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의 홈리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간 주지사 및 상원의 동료들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퇴역군인이나 그 가족들이 길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Crystal People-Stok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여성 및 아이들의
홈리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310 만 달러를 지원받은 Lt. Col.
Matt Urban Center 에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새로운 영구적/한시적 주택은
버펄로의 취약계층 가운데 일부에게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웨스턴
뉴욕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신 Cuomo
주지사와 의회 동료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Anthony Brindis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호크밸리에는 마땅히 퇴역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전한 생활지원형 주택이 있어야만 합니다. 효율적인 팀워크와 탄탄한
협동망을 통해 Utica Center for Development 에서는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살
곳뿐만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Rescue Mission of Utica 에서는, 이 기금이 투입될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홈리스 생활을 겪었던 일반인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생활지원형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Dean Murra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전국적으로 퇴역군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의 홈리스 주택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nthony Picente 오나이더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홈리스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기금의 제공을 위해 애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리스 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앞장서 주시고,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퇴역군인 및 주민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너무나 긴요한 주 지원금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는 홈리스 참전영웅 주거지원법(Housing Our Homeless Heroes Act)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집 없는 퇴역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영구 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카운티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늠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면서 싸운 분들에게 안정적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앞서서 활동해온 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and Wellness 와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의 업적에 갈채를 보냅니다.”

Mark C.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홈리스
생활자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며,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우리는 홈리스 문제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Byron W.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버펄로 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지원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거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은 홈리스 상황의 극복을 돕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Lt. Col. Matt Urban Center 의 지속적 노력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Robert Palmieri 유티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의 홈리스 문제에 적극적
처방을 취하신 주지사께 찬사를 드립니다. 유티카 시(City of Utica)는 백악관의 Mayor’s
Challenge to End Veteran Homelessness 에 가장 먼저 참여한 도시 중 하나이며, 이
지원금은 우리 퇴역군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홈리스 주택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HHAP)
HHAP 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개발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개인들이 노숙 상태와 빈곤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5-16 회계년도에는 본 프로그램에서 7 천만 달러 넘는
금액이 주 전역의 19 개 프로젝트에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상시, 과도기 및 영구적
생활지원 주택 800 여 채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홈리스 문제 대응 계획
2016 년 시정 연설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전체의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 년간 사상 유례 없는 104 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26 억 달러는 생활지원형 주택 신규 건설 사업에, 그리고 78 억 달러는 기존
생활지원형 주택과 노숙자 보호소 및 기타 홈리스 서비스 사업을 지속하는 데
투입됩니다.
주지사의 홈리스 문제 대응 계획의 1 단계가 최근 개시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뉴욕주에서 진행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형 주택 1,200 채 건설 사업 입찰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향후 5 년간
생활지원형 주택 6,000 채를 개발하는 26 억 달러 계획의 첫 단계).
 보호소 부족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주립 및 주 인가
시설 가운데 이용률이 낮은 곳에 500 개 넘는 침상을 제공했습니다.

 홈리스 문제에 대한 선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개인들의 지속적
필요 사항에 맞는 최선의 실천 방안과 정책을 추천할 홈리스 관계 기관 협의회를
창설했습니다.
 뉴욕주의 노숙자 쉼터 916 개 전체를 점검하고 시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잘
관리되도록 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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