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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노숙자 문제 해결 및 뉴욕에 저렴한 주택 확대 위한 법안에 서명  

  

S.6573/A.8009 법안, FHEPS 주택 바우처 가치 상승, 저소득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 제공 및 퇴거 예방  

  

Kathy Hochul 주지사가 금일 맨해튼에서, 뉴욕시에서 무주택가족퇴거보호보충(Family 

Homelessness and Eviction Protection Supplement, FHEPS) 프로그램 아래, 유자격 

가족이 주택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6573/A.8009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뉴욕시에서 진짜 집세를 보장하기 위해, FHEPS 

프로그램 아래,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집세를 상향 조정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처럼 노숙 위기는, 우리 주에서 

흑인과 라틴계 지역사회에 더 큰 타격을 줬습니다. 뉴욕주는 이제 전례가 없는 고난에 

직면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와 협력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때 시장 당선인 Adams가 보여준 협조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은 온전한 주거에서 생활할 존엄성을 지니며, 저는 어려움에 처한 

뉴욕주민들을 실제로 도울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FHEPS 접근을 확대하고, 그들이 

가정에 머무르며 안정된 주거를 갖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퇴거를 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공정시장집세에서 집세 상한선을 85%에서 100%로 올릴 것입니다. 

더우기, FHEPS는 가정 내 폭력 피해자와 생활보호지원을 받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FHEPS 수준을 높여서 퇴거를 더 많이 예방하는 것은, 

주와 시가 뉴욕 주민들을 보호소에서 나와 영구적인 주택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보호소를 떠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FHEPS를 사용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뉴욕에서 주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가 취한 

최근의 조치입니다. 이번 주 초에, Hochul 주지사는 다수의 사람이 임시로 거주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와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하며 임차인이 뉴욕시 주택 

법원(Housing Court)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로프트법(Loft Law)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달에 Hochul 주지사는 고군분투하는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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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긴급집세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을 위해 뉴욕주가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로부터 9억 9천 6백만 달러의 추가 연방기금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에, Hochul 주지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임시장애인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집행 부커미셔너 

Barbara C. Guin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일 Hochul 주지사의 조치는 뉴욕시 저소득 

가정이 양질의 주택을 이용하도록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고 

그들의 자녀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이들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가 

사회적 결실을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원의원 Brian Kavanag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여,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된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행정부가 

오래 유지한 입장을 바꾼,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노숙을 끝내고 

모든 뉴욕주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저렴하면서, 영구적인 주택을 안정적으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금일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이 사람들을 보호소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또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뉴욕주 하원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뉴욕주 하원의원 Linda 

Rosenthal에게 감사드리며, 제 동료 상원 사회복지위원회(Senate Social Services) 의장 

Roxanne Persaud가 상원에서 열렬히 지지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장Carl 

Heastie와 다수당 대표 Andrea Stewart-Cousins가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개혁을 추진한 100개가 넘는 조직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Linda Rosenth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집세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영구적이면서 저렴한 주택을 보장하는 FHEPS 바우처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나의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명함으로써 이제 수천에 이르는 취약한 뉴욕의 

가정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거는 보건이며 인권입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명하는 것은 뉴욕주의 노숙 예방 접근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금일, 주정부는 어려운 이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에 

더하여 도덕적 책임감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님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노숙문제를 끝내기 위해 일하면서 개발, 금융지원 그리고 해결책을 

시행하기 위해 주지사님과 제 동료 및 지지자들과 혐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맨해튼 버로우 회장 Gale A. Brew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뉴욕 전역의 취약한 가정이 퇴거를 면하도록 우리가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금일 여기서 Hochul 주지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뉴욕 거주 가족들을 

대신해, 노숙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생명선을 

제공하고, 실제 집세를 보장하기 위해 주의 가족 노숙자 퇴거예방보충(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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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ness and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프로그램을 상정하신 것에 대하여 

저는 상원의원 Kavanagh, 뉴욕주 하원의원 Rosenthal, 주 전체의 모든 지지자, 그리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조치는 거리로 내몰린 수천 명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일입니다."  

  

의회의원 Steve Lev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 뉴욕주 하원의원 

Rosenthal, 그리고 상원의원 Kavanagh가 이 중요한 법안을 시행하는 것에 갈채를 

보냅니다. 개인과 가족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했을 때 번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FHEPS 지급을 공정시장집세(Fair Market Rent)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취약한 뉴욕주민들이 그들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NYC 의회의 주택 및 건물위원회(Housing and Buildings Committee)의 의장이자 

의회의원인 Robert E. Cornegy,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너무 낮게 

설정된 FHEPS 수준은 주거를 구하는 것이 극도로 도전적인 여정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취약한 가정을 위한 우리의 지원을 개선합니다. 금일의 조치는 뉴욕주민이 더 

쉽게 안정된 주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함께 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가정에 큰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가정에 큰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은 공공정책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행복해 하는 휴가 기간 동안 특히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 

상원의원 Kavanagh, 뉴욕주 하원의원 Rosenthal, 그리고 이 문제의 즁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입법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문제 지지자들과 취약한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오늘의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협력한 뉴욕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다드 리버사이드(Goddard Riverside)의 집행책임자 Roderick L. Jon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다수의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해, 이 법안은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며, 팬데믹의 엄청난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데 징검돌이 됩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하원의원 Rosenthal가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명하고 

고다드 리버사이드를 사업 지역으로 낙점하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전례가 없는 

회복 기간 동안, 번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과 서비스를 우리 지역사회가 확보하도록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을 저희는 미리 하고자 합니다."  

  

뉴욕 지원주택 네트워크(Supportive Housing Network)의 집행책임자 Laura 

Mascu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지원주택 네트워크는 실제 집세를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가 FHEPS 바우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기쁩니다. 이 조치는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이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노숙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 상원의원 

Kavanagh 그리고 뉴욕주 하원의원 Rosenthal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우징 워크스(Housing Works)의 CEO이자 공동설립자 Charles K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S6573/A8009 법안에 서명한 Hochul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이는 주정부의 FHEPS 지급기준을 보다 높게, 의미 있는 집세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타 

저소득 주택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FHEPS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정들이 주택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기준 

이하의,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노숙을 겪은 

가정들, 특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어려움 또는 퇴거를 겪은 이들은, 이제 

필사적으로 필요한 주택을 가질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저소득 

집세지원 프로그램이, 주택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섹션 8의 가치와 

비슷한,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빠듯한 주택시장에서 뒤쳐지는 사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홈리스 서비스 유나이티드(Homeless Services United)의 집행책임자 Catherine 

Trapa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리스 서비스 유나이티드는 Hochul 주지사님이 

주정부의 FHEPS 집세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집세 기준을 올리기 위해 

S.6573/A.8009 이 발효되도록 서명하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달리 노숙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 퇴거유예 해제로 그들의 주거에 머물도록 

지원하게 되며,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들에게 보호소에 입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금리 지원을 이용하는 안전한 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Hochul 

주지사, 뉴욕주 하원의원 Rosenthal 그리고 상원의원 Kavanagh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숙자를 위한 연합정책(Policy with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부집행책임자 

Shelly Nor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연합정책은 이 법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 후원자 Kavanagh 및 Rosenthal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노숙 문제와 이들 집세 보조금을 공정시장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뉴욕주민들이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첫 조치입니다. 이는 가정을 구하는 

동시에 세금을 절약하는 영리한 정책입니다."  

  

뉴 데스티니 하우징(New Destiny Housing)의 집행책임자이며 가족 노숙연합(Family 

Homelessness Coalition)의 공동 지도자 Nicole Branc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FHEPS 집세보조금을 받는 것이, 저렴한 주택이 별로 없는 이 비싼 도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구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법안에 서명한 Hochul 주지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뉴욕 부회장이자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Enterprise Community Partners)의 

시장 리더 Baaba Halm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의 FHEPS을 공정시장 

집세로 올린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명한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열렬히 갈채를 

보내며, 뉴욕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지사님의 헌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뉴욕주 전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노숙에 처할 위험을 

확대했으며, 이 법안은 주정부 예산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면서 수천 명의 가정이 



주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지도력을 보여준 뉴욕주 하원의원 Linda Rosenthal와 주 상원의원 Brian 

Kavanagh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때 헌신한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게이트웨이 하우징(Gateway Housing)의 회장 Ted Hough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자와 위기에 처한 뉴욕주민들이 뉴욕의 과열된 주택시장에서 영구적인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상식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Hochul 주지사, 뉴욕주 

하원의원 Rosenthal과 상원의원 Kavanagh이 보여주신 노력과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명함으로써, 시와 연방의 바우처 이율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의 집세 바우처 금액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주택에 취약한 뉴욕주민들에게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이며, 시정부와 주정부 사이 협력에서 

신기원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실례입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Samaritan Daytop Village)의 회장이자 CEO Mitchell 

Netbur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노숙 및 퇴거예방지원(Family 

Homelessness and Eviction Protection Supplement)을 위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이 법안에 서명한 Hochul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는 팬데믹, 실업 

그리고 증가하는 주거비용이 얼마나 크게 뉴욕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이들 많은 가족이 일하지만 높은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늘어난 집세보조금을 통해, 수만 명의 저소득 뉴욕주민들이 마침내 임시 

거처에서 영구적 주거로 이사 갈 수 있는 금융재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반 리소스 인스티튜트(Urban Resource Institute)의 CEO Nathaniel M. Fields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노숙문제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 그들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지속 가능한 영구적인 주거로 돌아가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과 결합해,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들과 퇴거방지 및 노숙자를 돕는 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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