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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고통을 겪는 뉴욕 주민에게 임대료 지원 억 달러 발표   

   

카운티를 저소득 임대인 임대료 지원 참여 선택 가능   
  

노숙 또는 퇴거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노숙자 및 가족이 임시 쉼터를 떠나 영구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카운티에 임대료 지원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또한 저소득 뉴욕 주민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임시 및 장애 서비스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운영하는 뉴욕주 임대 지원 프로그램(Rental Supplement Program, RSP)은 

모든 57개 카운티 및 뉴욕시 지역에 임대 지원 자금을 지원하여 현재 노숙 중이거나 

주거지를 잃을 위험에 직면한 개인 및 가족을 돕도록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거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주거 불안정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숙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뉴욕시 외의 

카운티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은 고통받는 임대인이 현재 주거지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임시 쉼터 거주가가 영구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우선순위의 주정부 임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뉴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2 예산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시에 약 6,800만 달러, 기타 주 전역의 카운티에 

3,2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합니다. 카운티는 유연하게 지역의 취약 계층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임대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 AMI) 하위 50%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최우선 지원 대상은 소득 30% 미만입니다. 지원의 절반은 임시 

쉼터에 거주 중이거나 노숙 중인 개인과 가족을 위해 배정되며, 이번 프로그램은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지원액은 지역의 공정 시장 임대료의 85%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지방 

정부에에서 지방 자금을 이용해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소득의 30% 이하를 월 임대료로 계속 지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오직 향후 

임대료 지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 사회보장서비스부 사무소가 연체 임대료 

지원 범위를 결정하며 해당 자금은 지역 예산에서 지불합니다.  

   

각 카운티 및 지방 정부는 반드시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OTDA에 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자금을 집행하거나 기타 공공 기관, 계약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 지원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초로 합니다. 취임 첫 번째 날, 

Hochul 주지사는 비상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의 문제를 해결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3달 만에 임차인 지원액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주는 

임대료 지원 자금 제공의 전국적인 선도자이며, 예산으로 배정된 21억 이상의 자금을 

초기 배분으로 모두 소진했습니다.  

  

Barbara C. Guinn 임시 및 장애 서비스국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미 어려웠거나 노숙을 겪은 사람을 비롯해 너무 

많은 뉴욕 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카운티는 개인 및 가족이 

노숙자 쉼터에서 영구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저소득 가구가 주거 불안 

또는 노숙 상태에 빠지지 않도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의 고통받은 

가구를 위해 임대 지원을 실현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Steven Banks 뉴욕시 사회보장서비스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NYC DS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노숙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노숙 

경험자들이 쉼터를 떠나 영구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오늘 중요한 발표에 따라 우리 도시는 NYC DSS가 이루어 온 중요한 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부터 영구 

주거지가 필요한 175,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지원해 왔습니다. 노숙 중인 뉴욕 

주민이 삶을 안정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해주신 주지사 및 올버니의 모든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11월 뉴욕주는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에 추가 자금 지원 9억 

9,600만 달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Hochul 주지사가 

지난 주 서명한 법안에 따라 임대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 2,500만 달러, 가족 노숙 

퇴거 보호 지원(Family Homeless and Eviction Protection Supplement)을 통한 임대 

바우처 금액 증액 등 암대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가족들이 퇴거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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