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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50 만 달러 규모의 롱아이슬랜드 재향군인 지원 위한 주거 프로젝트
개시 발표

주 예산으로 서퍽 카운티 재향군인을 위한 영구 주거 지원
프로젝트는 주지사의 전례가 없는 200 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 (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Plan)의 일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의 노숙자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영구
주거 지원을 위해 150 만 달러를 투입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운영 계획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받은 개발 프로젝트에는 서퍽 카운티의 작은 마을인 센트럴 이슬립에
단일 가족 주택 3 개와 총 15 개의 잠자리가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 지원 프로젝트는 이 용감한 여성과 남성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의 현재 노숙자이거나 예전 노숙자였던 재향군인들이 안전하나 영구 주택을
가지고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안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감한 재향군인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주거 지원을 위한 이 자금 투입을 통해, 이전에
노숙자였던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의 높은 품질의 장소를
가질 수 있게 보장하고 주 전역에 걸친 노숙 사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시행하는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으로부터 130 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 기반의 비영리 기관인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이 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금액을 지원했고, 커뮤니티 내의 다른 서비스와 연결을 포함해 주택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 복무한 사람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재향군인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영구 주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재향군인 인구 중 노숙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뉴욕주 재향군인국(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의 Joel Evans 사무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그들이 돌아오면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주택은 어떻게 뉴욕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재향군인과 가족에게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실한 사례입니다. 사회 서비스와의 추가적인 연계는 서퍽
카운티의 재향군인 및 가족들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 해군 재향군인으로서, 저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가 뉴욕의 재향군인 및
가족의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택은 서퍽 카운티가 2014 년 지역내 재향군인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법인 우리 노숙 영웅을 위한 주거법(Housing Our Homeless Heroes Act)에
따라 기부한 땅에 지어졌습니다. 서퍽 카운티에는 75,000 명 이상의 재향군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 재향군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각 주택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며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사례 운영,
서비스 계획, 재활 카운슬링, 위기관리, 24 시간 응급 서비스, 생활 기술 훈련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은 서퍽 카운티, 브루클린,
나소 카운티 전역에서 850 채 이상의 주택을 운영합니다. 이 중에는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노숙자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60 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100 명의 아동을 포함한 약
1,000 명에게 거주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200 억을 투입한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Homelessness and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합리적 가격의 주택 110,000 채 이상과 지원 주택 6,000 채를 짓거나
보존하여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계획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세대 및 단일 가족 주택 공동체 개발 및 임대료
안정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onica Martinez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향군인을 보살피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내의 높은 노숙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는 주지사의 이니셔티브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을 향한 큰 발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롱아일랜드의 재향군인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Steve Ster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숙 영웅을 위한
주거법(Housing Our Homeless Heroes Act)의 발의자로서, 이 비전이 현실이 된 것을
보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서퍽 카운티의 재향군인과 그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커뮤니티로서 말하기를, 어떤 군인이 우리가
서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면, 그가 돌아와서 잠을 잘 집이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가능하게 만든 Cuomo 주지사,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국 국장 Tom Ronayne,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가장 많은 재향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우리의 영웅들의 명예를 기리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롱아일랜드의 노숙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준 Cuomo 주지사와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의
리더십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여 재향군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울 것입니다.”
컨선 포 인디펜던트 리빙(Concern for Independent Living)의 행정책임자인 Ralph
Fasan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지원국(OTDA) 직원을 비롯해, 토지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카운티 행정택임자 Steve Bellone 과 Steven Stern 뉴욕주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롱아일랜드의 재향군인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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