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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노숙자 개인 및 가족을 위해 5,650만 달러 투입 발표

퇴역 군인, 가정 폭력 생존자, 노인 및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을위한 주택 약 600 가구를
건설하는 15개 프로젝트
뉴욕시 및 교외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50만 달러의 자금 지원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금 5,650만 달러를 개인 및 가족 노숙자를
위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이
프로젝트는 퇴역 군인, 가정 폭력 생존자 및 정신 질환을 앓고있는 개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600 가구를 비롯해 4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비상 쉼터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와 그 교외인 웨스트체스터, 나소 및 서퍽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및 긴급 대피소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750만 달러의 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가장 취약한 거주자 중 일부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유산을 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 피해자, 우리의 용감한 퇴역군인, 정신 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우리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저렴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이 주택 기금으로 저렴한 양질의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뉴욕주 전 지역의 노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의 일환입니다. 이 공약은 주정부의 전례 없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적정 가격
주택과 지원 주택 6,000 가구를 건설하고 보존함으로써, 노숙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지원 주택 투자를 통해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알맞은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룸을 위한 기회 주식회사(Opportunities for Broome, Inc.), 브룸 카운티 - 75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 가족과 개인을위한 지원 주택 27 가구와 80인 수용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다운타운 빙엄턴에 위치한 네 곳의 기존 노후 건물은 지원 주택으로
재탄생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정보와 추천, 상담, 고용, 건강 및 교육 지원이
포함됩니다.
드폴(DePaul), 오스위고 카운티 - 660만달러
이 저렴한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지원 주택 40가구와 노숙 경험이 있는 성인
정신질환자 64인 수용 공간을 포함해 주택 총 80가구와 148인 수용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운타운 오스위고에 지하 주차장을 갖춘 4층 건물 신축을 포함하는
2,68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의료 관리 및
고용,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지원이 포함됩니다.
발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오브 그레이터 뉴욕(Volunteers of America of Greater NY),
브롱크스 - 610만 달러
이 기금을 통해 영구 지원 주택 37 가구와 37인 수용 공간을 포함한 저렴한 지원 주택
118 가구 및144인 수용 공간을 만드는 7,280만 달러 규모의개발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건강 서비스, 일상 생활 기술 교육 및 재무 관리가
포함됩니다.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 주식회사(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 Inc.), 브롱크스
카운티 - 490만 달러
이 지원금으로 브롱크스에 다목적 12층 건물을 건설하는 6,450만 달러 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47가구와 47인
수용 공간을 포함한 총 106 가구와 218인 수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원 서비스, 지역 사회 및 상업 공간도 포함됩니다.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에는 위기

개입, 일상 생활 기술 훈련, 교통, 레크리에이션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더 도 펀드(The Doe Fund), 브롱크스 - 490만 달러
이 저렴한 지원 주택 프로젝트는 98 가구 및 171인 수용 공간을 갖춘 9층 건물을
건설합니다. 이 건물에는 개인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49 가구가 포함됩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의 경우 4,800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혜택
지원 및 영양 및 레크리에이션 지원이 포함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45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과거 학교 건물을 영구 지원 주택 20가구 및 22인 수용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는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개인 노숙자를 위한 18개의
원룸형 아파트와 노숙자 커플을 위한 두 개의 아파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셀프헬프 그룹, 건강 및 웰빙 수업 및 복리후생 조언이
포함됩니다.
제이티오디(JCTOD), 오네이다 카운티 - 450만 달러
이 저렴한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노령 노숙자를 위한 원 베드룸 지원 주택 31
가구를 포함하여 62가구 및 90인 수용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1,600만 달러 규모의 존슨
파크 그린 커뮤니티 아파트(Johnson Park Green Community Apartments)는 세 채의
주거용 건물과 커뮤니티 센터가 될 네 번째 건물로 구성되며, 네 개의 건물 주면에는
유티카의 존슨 파크(Johnson Park)가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교통, 웰빙
수업 및 일상 생활 지원이 포함됩니다.
가톨릭 가족 센터(Catholic Family Center), 먼로 카운티 - 40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비상 쉼터 40인 수용 공간을 보존하고 로체스터의 세인트 프랜시스
센터(St. Francis Center)에서 재활을 하는 독신 성인 남성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아홉
가구를 만들 것입니다. 비상 쉽터와 영구 주택은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게 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예방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포함됩니다.
델타 개발(Delta Development), 이리 카운티 - 360만 달러
이 저렴한 지원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는 치크토와가의 55세 이상 개인 노숙자를 위한 21
가구를 포함하여 총 67가구와 125인 수용 공간을 만듭니다. 2,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건설에는 과거 학교 건물을 대형 다목적 건물로 재건하는 대규모 공사가
포함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노령자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체 및 행동
보건 서비스, 독립 생활 기술이 포함됩니다.
케어스(CARES), 올버니 카운티 - 330만 달러
두 개의 새로운 건물이 올버니에 건설되며, 이 건물에는 영구 지원 주택 15 가구 및 27인
수용 공간을 비롯해, 개인 및 가족 노숙자를 위한 원 베드룸 아홉 가구, 투 베드룸 여섯

가구가 포함됩니다. 그 중 여덟 가구는 청년들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교육 및 고용 훈련, 재정 계획, 교통 및 청년 특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웨스트햅 주식회사(Westhab, Inc.),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170만 달러
영구 지원 주택 24 가구와 46인 수용 공간을 갖춘 6층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현대적으로
재탄생합니다. 계획된 리노베이션 공사에는 지붕 교체,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및 기타
주요 건물 구성요소 교체가 포함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기술 교육, 고용 준비 및 직업
훈련과 같은 사례 관리가 포함됩니다.
크리스토퍼 커뮤니티(Christopher Community), 코틀랜드 카운티 - 150만 달러
이 지원금은 750만 달러 규모의 3층 건물 신축 건설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
가족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25 가구 및 57인 수용 공간을 창출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상담, 음식, 가구 및 학교 용품 지원, 금융 및 법률 지원 및 교통 이용이
포함됩니다.
디미트리 하우스(Dimitri House), 먼로 카운티 - 130만 달러
로체스터의 3층 건물은 만성 질환을 가진 노숙자 개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6 가구 및
6인 수용 공간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상담 및 위기 개입, 생활 기술 훈련 및 식품/영양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오브 웨스턴 뉴욕, Inc. (Volunteers of America of Western
New York, Inc.), 먼로 카운티 - 120만 달러
이 프로젝트는 쿠퍼 유니온(Cooper Union)으로 알려진 기존 프로젝트에 만성 질환을
가진 노숙자 개인을 위한 원룸형 지원 주택 일곱 가구를 추가할 것입니다. 쿠퍼 유니온은
이미 노숙자를 위한 원룸형 가구 4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1층 스튜디오
주택에는 거실/수면 공간과 간이 주방이 마련되어 있으며, 욕실과 샤워 시설은
공용입니다. 세탁 시설, 수납 공간, 커뮤니티 회의실 및 사무실도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복구 지원, 교육 지침 및 취업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뉴그라운드 주식회사, Inc. (New Ground, Inc.), 나소 카운티 - 418,000 달러
지원금은 베스페이지에 있는 단독 주택을 광범위하게 재건축하여, 지역사회의 만성적
노숙자 가족을위한 영구 지원 주택 1 가구와 5인 수용 공간을 만듭니다. 지원 서비스는
정보와 추천, 취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및 독립적 인 생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노숙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ssistance Program)은 특별 지원 없이
적절한 주택에서 거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주택을 획득, 건축, 또는 재건하도록
비영리법인, 자선 단체, 종교 단체, 지방 자치 단체에게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 직원이 있는 공공 혜택 기업 뉴욕주 노숙자 주택

및 지원 기업(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Corporation)의 경쟁적 과정을 통해
수여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