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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에 2,500만 

달러 배정 발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퇴거 위기에 놓은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기금 지원   

  
뉴욕 시 외곽 57개 카운티에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법률 서비스 확대    
  
뉴욕주 지역 대부분에서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신청서 제출이 일요일 

밤에 중지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퇴거 위기에 놓은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 연방 기금 2,500만 달러가 이러한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률 구조는 임대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도록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돕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금의 지급 대상자는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모든 뉴욕 주민이 주거의 안정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은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믿을 만한 무료 법률 구조를 받도록 돕고, 집주인들과 합의에 도달하여 퇴거 절차 

위험을 피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세입자들에게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 연방 기금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찍,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가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미 

재무부에서 추가 연방 기금으로 9억 9,600만 달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금 요청은, 이미 제출된 신청서뿐 아니라 공공 지원 주거에서 

생활하는 세입자를 위해 추정되는 필요 부분에 기반하여, 향후 4개월에 걸친 필요 

추정액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york-state-requests-additional-federal-funding-emergency-rental&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04a67359fa744778a2708d9a60ee76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340521908655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glIP6ZLXBDocweaD0BLeWbIZRBPawsb3aOb4xAcLlwA%3D&reserved=0


뉴욕주는 최근 집주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 1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신청서 

접수를 처음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24억의 기금을 완전히 

배정하였습니다. 신청서는 11월 14일 일요일 밤 10시까지 계속 접수합니다. 

프로그램은 마감 시각에 접수가 중단됩니다. 단, 할당 기금이 소진되지 않은 다음 

지역은 예외이며, 이 경우 세입자들은 지원하도록 권유됩니다. 더치스 카운티, 낫소 

카운티(헴스테드 또는 오이스터 베이 타운 제외), 나이아가라 카운티, 오나이더 

카운티, 사라토가 카운티, 서퍽 카운티(브룩헤이븐과 이슬립 타운 제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욘커스 시 제외).   

  

이 법의 일부로, 2,5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이 퇴거 절차에 당면한 세입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거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확보되었습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주택 법정에서 퇴거를 

피하도록 돕는 무료 변호를 이용할 수 있습나다.   

   

법률 구조 지원금을 주관하는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부국장인 Barbara C. 

Gui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이용 가능성 확대는, 뉴욕주 

전역에서 주민들이 팬데믹 동안 불어난 밀린 임대료를 내는 데 계속 분투를 함에 따라, 

뉴욕이 주거 위기를 피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보조금은 개인과 가족들이 

집주인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ochul 주지사가 

세입자와 집주인이 분쟁을 해결하고 퇴거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Jamaal Bowma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연방 퇴거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세입자들이 퇴거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연방 

퇴거 중단 조치가 만료되는 때에, Hochul 주지사가 이 팬데믹이 계속되는 중에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뉴욕주 퇴거 중지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세입자를 위한 법률 구조 지원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것은 

웨스트체스터와 브롱스에 있는 제 유권자들을 위한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거 불안정과 싸우기 위한 솔류션을 계속 찾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Liz Krueg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극성을 

부리는 동안, 다가 오는 퇴거 위협에 시달리는 뉴욕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ERAP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 덕분에, 뉴욕주는 기금이 집행되고 

집주인에게 전달되어 뉴욕주민들이 자기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세입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세입자 다수는 뉴욕시에 거주합니다. 저는 주지사가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추가 재정을 워싱턴에 요청하고, 뉴욕시 

외곽의 저임금 세입자들이 절실했던 법률 구조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 상원의원 Roxanne J. Persau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이 초래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연방 ERAP 펀드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주 차원의 공익 무료 법률 서비스를 위한 

2,500만 달러 배정 발표는 겨울을 코앞에 두고 퇴거와 어려움에 당면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뉴욕의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을 돕기 위한 추가 ERAP 기금 

지원을 계속하여 옹호하는 데, Hochul 주지사와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합니다."  

  

Latoya Joyner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주거와 일자리, 양질의 교육, 

정신 및 신체적 안녕을 잃을 수 있는 퇴거 절차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것은 퇴거를 당면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경제 정의를 확대하는 훌륭한 투자입니다. 이 계획을 지지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카운티 책임자 Laura Curr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은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절실한 구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역 정부와 협력한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추가 ERAP 

보조금을 제공하고,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과 

팬데믹의 불확실성에서 계속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선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Byron Brown 버팔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팬데믹의 결과 

주거 불안정에 여전히 시달리는 버팔로 주민을 위해 기금을 계속 제공하도록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 2,500만 달러는, 동절기로 접어드는 이 때, 거주자들이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추가 기금 지원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은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많은 주민들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임대료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이 추가 기금 지원은 이곳 버팔로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회복 

과정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버니 Kathy Sheeha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이 퇴거를 모면하도록 

무료 법률 구조와 주거 안정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뉴욕이 연방 

정부에서 추가 기금을 기다릴 때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종합적 접근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가 이 기금을 제공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기금 요청에 합류합니다."  

  

시라큐스(Syracuse) 시장 Ben Wals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들과 세입자 모두 

Hochul 주지사가 뉴욕시 외곽 지역을 위해 배정하는 추가 연방 자금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퇴거 위기에 놓인 자격을 갖춘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구조는 잠재 

위기의 싹을 없앨 것입니다. 퇴거 중지 조치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집주인들과 

세입자를 돕는 우리 커뮤니티 파트너들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수단이 필요합니다."  



  

플래츠버그 시장 Chris Rosenque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60% 

이상은 세입자이며,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팬데믹 후 경제 회복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 저소득 세입자들과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이용 

가능할수록 모든 관련자들이 더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지금 집에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거와 일자리를 계속 하여 안정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집주인들이 꾸준한 장기 세입자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티카(Utica) 시장 Rob Palmier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으며,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재정 지원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이 

적절하고 적당한 법률 보호와 변호를 받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한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주별 실행을 추적하는 전국 저임금 주거 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의하면, 뉴욕주는 지원금 또는 배정금에서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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