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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발표  

  

뉴욕주 전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연방 자금 2,500만 달러의 일부를 지원받아 무료 법률 지원 

및 종합 주거 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은 퇴거 위기에 놓은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없는 뉴욕시 외곽 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구조를 제공하는 데 해당 

자금을 사용합니다. 법률 구조는 임대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도록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돕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 주민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임대 지원 및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단체는 오랫동안 뉴욕의 취약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우리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전역의 임차인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기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오브 노스이스턴 뉴욕(Aid Society of Northeastern 

New York), 주도 지역 및 노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4,076,178 달러.  

•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오브 미드 뉴욕(Legal Aid Society of Mid-New 

York),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센트럴 뉴욕, 노스 카운티 일부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3,998,452 달러.  

• 리걸 어시스턴트 오브 웨스턴 뉴욕(Legal Assistance of Western New 

York), 핑거 레이크스, 웨스턴 뉴욕 일부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4,515,111 

달러.  

• 네이버후드 리걸 서비스(Neighborhood Legal Services), 웨스턴 뉴욕 일부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3,585,677 달러.  

• 리걸 서비스 오브 허드슨 밸리(Legal Services of the Hudson Valley), 허드슨 

밸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5,591,018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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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서퍽 로 서비스 커미티 주식회사(Nassau/Suffolk Law Services 

Committee Inc.), 롱아일랜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233,564 달러.  

 

각 서비스 제공자들은 취약 계층과 협력하여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지역의 

임대 주거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선정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기타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여 뉴욕시 외의 전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구조 지원금을 주관하는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부국장인 Barbara C. Gui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임차인들은 퇴거를 피하고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주거 안정성 강화해주실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효과적으로 임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많은 뉴욕 주민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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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lian Moy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오브 노스이스턴 뉴욕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상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 

자금을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오브 노스이스턴 뉴욕 및 기타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 

제공하여 노스이스턴 뉴욕 전역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임차인을 대변할 수 있게 

해주신 OTDA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 노숙을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enneth Perri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오브 웨스턴 뉴욕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퇴거 모라토리엄이 만기를 앞둔 가운데, 이번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의 로엔와이(LawNY)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퇴거 위험에 직면한 채 변호인 

없이 노숙이라는 상황에 내몰린 임차인이 재정적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배스, 엘미라, 제네바, 이타카, 제임스타운, 올린 

사무소에서 13개 카운티 임차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와 로엔와이 직원, 이사회, 

무엇보다 고객 모두를 대표하여, 저는 이토록 전례 없는 시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OTDA에 감사를 전합니다."  

  

Rachel Halperin 리걸 서비스 오브 허드슨 밸리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자금 지원을 결정하여 임차인이 주거라는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우리 지역과 뉴욕주 곳곳에서 

사법 정의 접근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계속 지역사회가 팬데믹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Victoria Osk 나소/서퍽 로 서비스 커미티 주식회사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서퍽 로 서비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퇴거 위험에 내몰린 많은 수의 롱아일랜드 

임차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노숙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할 것입니다."  

  

Lauren Breen 네이버후드 리걸 서비스 주식회사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버후드 리걸 서비스와 우리의 웨스턴 뉴욕 법률 서비스 파트너 모두는 OTDA 자금 

지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팬데믹 중 경제적 곤란은 물론 보건 위협에 

시달리는 뉴욕주 주민과 가족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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