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유티카의 320만 달러 규모 참전 용사 주택 건설 프로젝트 착공 발표  

  

노숙자 참전 용사를 위해 건설될 17개의 지원 주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유티카의 320만 달러 규모 센트럴 뉴욕 참전 용사 

지원 주택 프로젝트 착공을 발표하였습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 

참전 용사를 위한 지원 주택 17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주택 프로젝트는, 뉴욕주에 

110,000채 이상의 저렴한 주택과 6,000채 이상의 지원 주택을 건설 및 보존하는 

주지사의 역사적인 200억 달러 규모 5개년 계획 2단계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는 뉴욕주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새로운 지원 주택으로 참전 용사들이 필요한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위대한 남녀 참전 용사들이 모호크 밸리의 고향으로 귀환하기를 고대합니다.”  

  

유티카 개발 센터(Utica Center for Development)는 프로젝트에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홈리스 주거 및 지원 프로그램(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s 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기금 32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건설 작업에는 유티카 개발 센터(Utica Center for 

Development)의 센트럴 뉴욕 참전 용사 지원 센터(Central New York Veterans 

Outreach Center)의 3층과 4층에 있는 빈 공간을 7개의 영구 지원 주택과 10개의 임시 

주택으로 변환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는 유티카 시의 지역사회 개발 블록(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보조금 35,000달러를 지원 받습니다.  

  

상담 서비스, 생활 기술, 교통, 법률 서비스, 필요에 따른 약물 사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등, 현장 지원 서비스가 주택 거주자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지원 센터는 기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네이다, 매디슨, 허키머, 옷세고 카운티 전역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원스톱 시설(One-stop facility)입니다.  

  



Vincent Scalise CNY 참전 용사 지원 센터(CNY Veterans Outreach Center) 전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하루였습니다. 이곳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9년 전, 지역의 참전 용사를 위한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건물 부지를 관리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직원들과 저는 

어려움에 처한 참전 용사 및 가족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센트럴 뉴욕 참전 용사 지원 센터(CNY Veterans Outreach Center)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주택 사업은 

노숙을 경험한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티카와 지역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가족들의 중요한 

요구를 해결해줄 것입니다.”  

  

뉴욕주 퇴역 군인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의 Eric J. Hesse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참전 용사 지원 센터(New York Veterans Outreach 

Center)는 이미 유티카 지역사회의 참전 용사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참전용사 지원 센터(Veterans Outreach Center) 

주택 추가 건설로 참전 용사들이 전방위 지원 서비스가 갖춰진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참전 용사 중 다수가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seph Griffo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군에서 복무한 이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지역의 노숙자 참전 용사를 위해 약 20채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의 많은 참전 용사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를 고대합니다.”  

  

Anthony Brindis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모호크 밸리 주민들이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봉사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전 용사 및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한 지원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계획에 지속됨에 따라 참전용사 지원 센터(Veterans Outreach 

Center)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지원 주택 프로젝트의 착공은 지역사회와 

지역에 살고 계신 용감한 남녀 참전 용사를 위한, 진정으로 훌륭한 획기적 사건입니다.”  

  

Anthony J. Picente, Jr. 오네이다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위한 참전 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은 언제나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참전 

용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센트럴 뉴욕 참전 용사 지원 센터(Central New York Veterans Outreach 

Center)가 노숙자 참전 용사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obert Palmieri 유티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티카 시는 특히 국가를 위해 

봉사해 주신 이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도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참전 용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장님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발표는 Cuomo 주지사님께서 참전 용사를 지원하고,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센트럴 뉴욕 참전 용사 지원 주택 프로젝트(Central New York Veterans Outreach 

Housing Project)는 저렴한 주택의 건설 및 보존에 관한 최대 규모의 투자와, 뉴욕주 

역사에서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7년 5월 18일, Cuomo 

주지사는 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개의 주정부 기관이 6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주택 서비스 및 운영 자금 3,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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