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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지원지원지원지원 주택주택주택주택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위한위한위한위한 72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집이집이집이집이 없는없는없는없는 가족가족가족가족 및및및및 재향재향재향재향 군인을군인을군인을군인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주택주택주택주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ronx와 Buffalo의 지원 주택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72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임시 사무실 및 장애 지원의 노숙자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참전 용사 및 메디케이드 비용이 높은 수혜자들을 포함한 집 없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80단위의 지원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Bronx에서, 정신 건강 대학원 센터에서 550만 달러를 수여 받을 것이고, HELP 개발 공사는 170만 

달러를 수여 받을 것입니다. 

 

“뉴욕에 저렴한 주택 옵션을 늘리는 것은 우리 행정부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돕는 중요한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고, 괜찮으며 저렴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가까워 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신 건강 대학원 센터는 프로젝트는 Marion Avenue Residence라고 알려진 저렴한 지원 주택 

신축된 100개의 단위 건물을 요합니다. 이는 높은 메디케이드 비용이 드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 노숙자 성인을 위한 50개의 단위와 세대주가 화학적 중독 또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장이 있는 만성 노숙자 가족을 위한 15개의 2개 침실이 있는 단위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4,600만 달러입니다. 

 

센터를 위한 국가의 5,500만 달러의 비용은 국가의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에서 4,200만 달러와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거의 1,300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은 특히 고 비용 메디케이드 사용자인 노숙자 개인을 대상으로 주택 사업의 발전을 위한 임시 

장애 지원 사무소에 천만 달러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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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개발 공사의 프로젝트는 저렴한 지원 주택 47개 단위를 포함하는 빈 건물을 회복과 인접한 

건물을 구성합니다. 단위 중 15개는 집이 없는 개인 참전 용사와 참전 용사 가족을 위해 할당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200만 달러로 그 중 170만 달러는 국가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받습니다. 

 

“뉴욕 주는, HHAP을 통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의 다양한 지원 주택의 개발 자금을 최전선에 

두었습니다.”라고 OTDA 위원 Kristin M. Proud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과 가족들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달성하고 노숙자 및 빈곤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그 시작이래 국가의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은 회복중인 가족, 청소년 및 

개인, 가정 폭력 피해자, 정신질환자, HIV/AIDS 질환자, 최근 석방된 사람들 및 재향 군인을 위한 

주택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HHAP는 또한 다른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데 긴요합니다. 그 자원은 다른 주정부 기관들과 

협업적으로 배정되어 더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혼용 주택 프로젝트를 창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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