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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청년을 위한 810만 달러 규모의 이타카 지원형 주택 프로젝트 완공 

발표  

  

주정부 자금 지원으로 23채의 영구 지원 주택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는 뉴 헤드 스타트/얼리 헤드 스타트 센터(New Head Start/Early Head Start 

Center)가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 

TCA)의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타카의 청년들을 위해 23개의 영구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81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득에 적합한 가족을 위한 헤드 

스타트/얼리 헤드 스타트(Head Start/Early Head Start) 시설인 이 기관의 새로운 Harriet 

Giannelis 육아 센터(Harriet Giannelis Child Care Center) 바로 옆에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뿐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주에서 노숙자 문제 근절에 

대한 뉴욕의 강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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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Assistance)의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에서 370만 달러,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주택 신탁 기금(Housing Trust Fund)에서 180만 

달러, 지역사회 투자 기금(Community Investment Fund)에서 130만 달러, 엠앤티 

뱅크(M&T Bank)로부터 융자 603,000 달러,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에서 융자 350,000 달러, 톰킨스 카운티 지역사회 주택 개발 기금(Tompkins 

County Community Housing Development Fund)에서 300,000 달러, 지역사회 개발 블록 

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에서 84,200 달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서 23,000 

달러를 각각 조달했습니다.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이타카 청년들을 위해 23개의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싱글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이 현장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사례 관리, 육아, 아동 및 가족 개발 및 육아 교실 등이 있습니다.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상담, 고용/교육 지원 및 법적 지원과 같은 추가 서비스는 다른 외부 

제공자를 통해 제공됩니다.  

  

7,020 평방피트 규모의 Harriet Giannelis 보육 센터(Harriet Giannelis Child Care 

Center)는 다섯 개의 교실, 임산부 및 영아에서 미취학 아동까지 어린이를 돌보는 공간, 

주방, 공공 화장실, 직원너 사무실, 창고 공간, 울타리가 있는 야외 놀이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명칭은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에서 

최근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했던 Harriet Giannelis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에 대한 임대 지원 및 지원 서비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이니셔티브(Empire State Supportive Housing Initiative, ESSHI)와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연속 관리 지원 주택 

프로그램(Continuum of Care Supportive Housing Program)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가 200억을 투입한 주거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합리적 가격의 주택 100,000채 이상과 지원 주택 6,000채를 짓거나 보존하여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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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는 노숙을 경험하는 청년, 특히 자신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서비스와 보육 센터를 같은 위치에 둠으로써,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은 이러한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전환하여 자급 자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한 기회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뉴욕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비롯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의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독립과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23명의 청년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Tom Re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양질의 주택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와 



 

 

워싱턴 디시 의 공무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현지 일자리를 

증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Tom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 지원과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 완공을 위한 

대규모 주정부의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타카의 청년과 가족의 안전한 지원 

주택 이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CA)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최근의 주정부 지원이 이러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arbara Lift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타카 지역에 주택 부족이 

계속되는 때에,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는 노숙을 경험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톰킨스 카운티에서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의 역할과 봉사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미치 하우스(Amici House)가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중요하고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해주신 Lee Dillon 상임이사를 비롯한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의 다른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정부 및 

지역에서의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타카 시장 Svante Myri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도움으로 이타카 시는 

노숙과 높은 주택 비용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은 빈곤 문제에 개입하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며, 이 프로젝트를 지휘한 전문성은 주 전체의 모범 사례입니다. 보육, 약물 남용 

상담, 정신 건강 치료, 고용 지원 등을 모두 주거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의 지원에 감사하고 추위에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 Inc.)의 Lee Dill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안전하고 저렴한 지원 주택이 없었다면 접근할 수 

없었던 현장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넬 협동 지도사업(Cornell 

Cooperative Extension)과 함께하는 영양 교육 강좌, 뉴욕 톰킨스 워크포스(Tompkins 

Workforce NY)가 지원하는 스킬 업(Skill Up) 온라인 강좌, 톰킨스 세네카 티오가 협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Tompkins-Seneca-Tioga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TST BOCES)를 통한 일반 교육 개발(GED) 강좌가 톰킨스 커뮤니티 

액션(Tompkins Community Action) 얼리 헤드 스타트/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Head Start) 및 더 러닝 웹(The Learning Web)의 육아 교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희망과 성취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파트너와 훌륭한 

직원들 덕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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