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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퇴역군인들을 위한 사상 최초의 에너지 효율적 홈이 퇴역군인들에 의해
건축됨을 발표
VetsBuild 프로그램은 Long Island 에 있는 우리의 군 영웅들을 직업 훈련, 일자리 및

주택 기회로 지원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전국 최초의 미국 U.S. 에너지부 제로 에너지 레디홈의
기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홈은 Huntington Station 에 퇴역군인을 위해 퇴역군인들이
건축할 것입니다. United Way of Long Island VetsBuild®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퇴역군인들이 친환경 건축업에서 취업하도록 돕습니다.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년 에너지 소비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상쇄하는 제로 에너지 주택을
건설하면 에너지료 청구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발표는 Cuomo 지사가
우리 환경을 보호하려는 뉴욕주의 집념을 한주간 기념하기 위해 선포한 4 월 19-25 일
지구주간에 즈음한 것입니다.
“우리 퇴역군인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다른 사람들의 니즈를 본인의 것보다
우선시하였는데 직업 훈련 및 주택 기회를 확보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봉사와
용맹성에 감사하기 시작할 수 있는 한 작은 방법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VetsBuild 같은 프로그램들은 건축 프로세스에 종사하는 전체 퇴역군인 커뮤니티를
주택쪽으로 돌려 제로 에너지 홈을 건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Suffolk 카운티 Huntington Station 소재 40 Depot Road 에 위치한 이 친환경
주택은 특수 니즈를 가진 여러 퇴역군인들의 요양원이 될 것이며 앞으로 VetsBuild 는 년
약 6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 채의 에너지 스타홈을 건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주무부의 $200,000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렌더링은 여기에서
보십시오.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97 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8190 만 달러 주 보조금의
일환으로 Cuomo 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에 의거한 VetsBuild 를 위해
뉴욕주 주무부가 United Way of Long Island 에 3 개년에 걸쳐 $600,000 를
교부하였습니다. 추가 파트너들로는 The Bank of America 자선재단, Bethpage Federal
Credit Union, 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Inc., 주 에너지부, GEICO, JP Morgan
Korean

Chase Foundation, Knapp Swezey Foundation, L.I.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National Grid,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 PSEG 및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가 있습니다.
United Way of Long Island 의 총재 겸 CEO 인 Theresa Regnante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홈 건축은 우리의 사명에 중요합니다. 이 요양원은 퇴역군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운영비가 매우 낮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에너지 비용 청구서 없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더욱 안락하면서도
50 여년을 지탱할 집에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에너지부 제로 에너지 레디홈은 친환경
건물의 길을 선도하고 있는데 United Way of Long Island 는 우리의 VetsBuild
프로그램을 통해 그렇게 많은 받을만한 퇴역군인들을 위해 최초로 이 꿈을 실현시켜
자랑스럽습니다.”
에너지부 에너지효율 재생 에너지실의 건축기술실 수석 기사 Sam Rashkin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nited Way of Long Island 프로젝트는 DOE 제로 에너지 레디홈
프로그램에 의거 인증될 그 종류로는 최초입니다. 미국 최고 건축가들 중에서 일부
그룹만 미국 에너지부 가이드라인에 지정된 높은 우수성 및 품질 수준을 충족하지만,
퇴역군인 집단을 위해 퇴역군인 집단이 집을 짓는다는 사실은 이 건축 프로젝트를
돋보이게 합니다.”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총재 & CEO Frank Amalfitano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ong Island 에서는 약 12,200 명의 퇴역군인들이 실업 상태인데 VetsBuild
프로그램은 첨단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군 영웅들을 위한 취업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의 한 직접적 결과가 DOE 제로 에너지 레디홈으로서 그 중 하나를
VetsBuild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Huntington Station 에 지을 것입니다.”
뉴욕주 주무부 장관 Cesar A. Perale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계속
모두를 위한 기회의 주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로 인해 퇴역군인들이 Long
Island 에 머물면서 친환경 건축 부문 일자리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 청장 겸 CEO John B. Rhode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DOE 제로 에너지 레디홈은 지속가능성의 귀중한 모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협력한 분들은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퇴역군인 등을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은 뉴욕주를 더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미래로 밀고 갈 청정 에너지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 상원의원 Carl L. Marcellino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퇴역군인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일선에
놓았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빚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직업
훈련과 기회를 여기 Long Island 에서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린
프로젝트의 환경적 혜택 이외에도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는 모두를 위한 승리입니다.
본인은 그 첫 번째 홈이 Huntington Station 에 건축되어 흥분되며 그 완공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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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카운티 집행관 Steve Bellone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퇴역군인들에게
친환경 주택을 짓는 훈련 기회를 제공한 다음 그러한 주택 옵션을 우리 퇴역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구주간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Suffolk
카운티가 뉴욕주에서 퇴역군인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최초의 미국 에너지부 제로
에너지 레디홈이 우리 카운티에 건설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 퇴역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가치 있는 이니셔티브에서 협력하신 Cuomo 지사, 우리의 주 의원들,
United Way of Long Island 및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에 감사합니다.”
Huntington 타운 감독관 Frank P. Petrone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untington 은
최초의 미국 에너지부 제로 에너지 레디홈의 장소가 되어 특수 니즈 퇴역군인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Huntington 은 또한 United Way 와 협력하여 퇴역군인들에게 내일의 집을 짓는데
취업시킬 친환경 건축 기술을 제공하는 VetsBuild 프로그램에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켜
기쁩니다.”
United Way of Long Island 의 친환경 건축 프로그램은 환경에 더 가벼운 발자국을
남기는 미래형 Long Island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을 내일의 인력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DOE 제로 에너지 레디홈, E3 SmartBuild 센터 또는 UWLI 의
VetsBuild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UnitedWayLI.org 를 방문하십시오.
VetsBuild 소개
VetsBuild 는 퇴역군인들이 친환경 건설업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United Way of
Long Island 와 United Veterans Beacon House 와의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교부금은 퇴역군인들을 위한 직업 훈련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무료로
퇴역군인들은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내후성, 에너지 스타 건축, 주택 성능, HVAC
및 주택 복원에서의 그린칼라 취업 기회를 위해 훈련 받을 것입니다. 훈련은 United
Way 의 E3 SmartBuild 훈련센터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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