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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주 정부가 긴급 임대 지원을 위한 16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발표  

  

곧 다가오는 재할당 라운드에서 미국 재무부에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는 세입자의 

174,000건의 미지원 신청을 처리하도록 요청  

  

20억 달러 이상의 임대 지원이 이미 의무화되었거나 지급되었으며, 109,000건의 

임대료 직불금을 포함하여 약 166,000건의 프로그램 신청이 처리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긴급 임대 지원을 신청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과 집주인들 사이에서 충족되지 못한 상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 16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인 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은 다음 연방 임대료 경감 재할당 

라운드를 앞두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된다면, 자금 지원은 아직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약 174,000개의 세입자 신청서가 처리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업자들에게 거의 14억 달러를 전달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이 연방 기금에 대한 큰 필요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뉴욕과 같은 고소득 국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재할당 방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팬데믹의 재정적인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자격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Hochul 주지사의 지도 아래 임대료 구호 기금 배급을 합리화하고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6,000 가구 이상이 퇴거로부터 보호되었고 109,000개의 직불금을 

통해 14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집주인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초기 자금이 완전히 소진된 이후에는 주 정부는 재무부에 9억 

9,600만 달러의 재할당 자금을 요청했는데, 이는 미지원 신청서 약 7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뉴욕에 2,7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만 

제공했습니다.  

  



이달 초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는 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에게 

연방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세입자 인구가 많은 고소득 주들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11월 이후, 이 4개 주는 총 54억 달러를 

원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는 모든 주 사이에 퍼져 있는 총 455억 달러 중 거의 

12%로 62만 5천 가구 이상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OTDA 부 커미셔너인 Daniel W. Tie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뉴욕에서는 더 많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상당한 ㅛ구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추가 자금 지원이 없다면 수만 명의 세입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요청이 충족된다면, 재무부에 대한 이 자금 요청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고 우리 주의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이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그녀의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뉴욕주는 연방 정부에 의해 재할당된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놓였습니다."  

  

Hochul 지사는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ERAP의 주요 변화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ochul 주지사는 1억 

달러의 주정부 지원 임대료 보조를 지방에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ERAP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가구에 1억 2,500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임대 바우처 금액을 오랫동안 연체하여 

법으로 인상하기로 서명했으며, ERAP 참여를 거부하거나 체납된 세입자와 집주인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주지사의 2023 회계연도 예산에는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퇴거 사건을 위한 소송 

서비스와 대리인을 위한 3,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2,500만 달러의 법률 지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Schumer 미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행정부에 의회가 의도한 대로 이미 

지출한 미사용 자금에서 추가 임대 지원을 신속하게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욕은 여전히 이 전염병의 최전선에 있으며 우리 세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가장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규모 퇴거와 노숙자, 그리고 엄청난 부채를 막기 위해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된 수십억 달러의 원조금을 옹호하고 전달한 이유이며, 이 구제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뉴욕과 같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최대한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Jerrold Nadl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 지원은 뉴욕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전기를 계속 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가구가 여전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재무부가 제공한 마지막 

자금은 요청받은 것에 매우 미달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입주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부가 주지사의 요청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고, Yellen 

장관님께 뉴욕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하기를 촉구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joint-letter-us-treasury-calling-additional-federal-rental-relief&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0nsn%252B42K7%252FmZB4UW7UNLTfUqj%252B0xdWO7oxZpxkXQd%252FA%25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100-million-rent-supplements-struggling-new-yorkers&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Wl90BBrb%252BvEVyKMCeTQCe2L98vnE9impHmIPsyN4fHY%25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100-million-rent-supplements-struggling-new-yorkers&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Wl90BBrb%252BvEVyKMCeTQCe2L98vnE9impHmIPsyN4fHY%25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signs-legislation-combat-homelessness-and-expand-housing-affordability-new&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VDW%252BghBps3JeUIx0Vk%252F2M0XboQHhIsJbPWYVQxMb2y4%25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125-million-landlord-rent-relief-new-york-state&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252FgFiEdTa%252BYM3bxY5BDgTxh7Dzf3APAqMMSO2iZTwQNg%25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125-million-landlord-rent-relief-new-york-state&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252FgFiEdTa%252BYM3bxY5BDgTxh7Dzf3APAqMMSO2iZTwQNg%25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awardees-25-million-offer-free-legal-assistance-struggling-tenants&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pDdzdA9NMEo3mFcNPqNG9MqqGrciLbFUhlk4pdMqmiI%25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awardees-25-million-offer-free-legal-assistance-struggling-tenants&data=04%257C01%257Cjustin.mason%2540otda.ny.gov%257C0ee773b193d443692f7908d9e19e28fe%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8889168186793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sdata=pDdzdA9NMEo3mFcNPqNG9MqqGrciLbFUhlk4pdMqmiI%253D&reserved=0


Carolyn Malone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해주신 Hochul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뉴욕 

시민들이 이 팬데믹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ydia Velázquez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19가 계속 존재함에 따라,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 없이 심각한 경제적 결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곤궁에 처한 가운데 퇴거로 인한 트라우마와 참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연방 차원에서 여러 차례 긴급 임대 

지원을 통과시키고 Hochul 지사님의 뉴욕 ERAP 추가 자금 요청을 지지하기 위해 제가 

열심히 싸웠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하는 가족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Gregory W. Meek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대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감안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시와 주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 사람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료들의 노력에 동참합니다. Biden-Harris 행정부는 정책 결정에서 형평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역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뉴욕의 방대한 주택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강력한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Brian Higgin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추가 자금 지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밀려 있는 지원 요청, 임대인 및 임대주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Yvette Clark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은 보편적인 인권이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복합적인 위기의 

결과로,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은 주거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뉴욕의 

팬데믹 시대 퇴거 모라토리엄의 만료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다행히도, 긴급 임대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비록 이 추가 자금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뉴욕 시민들의 

삶에 매우 소중하겠지만,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택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차원 모두에서, 뉴욕의 저렴한 주택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Paul Tonk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감에 

따라 수백만 명의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잘못 없이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구조 계획을 통해 수도권과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의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모든 뉴욕 시민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Hakeem Jeffrie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과 Biden-Harris 

행정부는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인과 집주인들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들은 이러한 자금으로 퇴거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전역, 특히 뉴욕시에는 아직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순간이며, 저는 우리 

주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추가 지원을 요청해 주신 Hochul 주지님께 감사드립니다."  

  

Sean Patrick Malone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임대 지원은 팬데믹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수십만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했습니다. 임대 인구가 많은 뉴욕과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모든 적격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청에 Hochul 주지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Yellen 재무장관에게 뉴욕주가 

우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가족들이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Kathleen Ric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전국적으로 16만 6천 

가구 이상을 보호하면서 중요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수천 명의 집주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 지원이 필요한 많은 뉴욕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1차 연방 임대료 경감 

재할당 기간 동안 Hocul 주지사의 추가 자금 요청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우리 주에서 주거불안 위험에 처한 많은 가족들을 보호하는 추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Adriano Espaillat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에는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임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부터 임대료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ERAP는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귀중한 도구임이 입증되었으며 지속적인 

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은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들은 상당한 

임대료 부채와 퇴거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임대 안정화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을 대표하여, 제 지역구민들은 이로 인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Hochul 

지사로부터 최근 요청받은 주정부 프로그램 재건에 대한 지원, 즉 가족들이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요청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e Morell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과 씨름하는 

동안, 우리는 안전하고 안전한 주택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제 동료들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일이 자랑스럽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경감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십과 뉴욕 가족에게 안전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Hochul 주지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Jamaal Bowma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많은 파괴적인 영향 중 

하나는 주택 위기의 악화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발생한 이러한 주택 위기는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심각한 병에 걸리고,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유색인종 임대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수백만의 미국 가정,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즉시 투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더 포괄적인 지원 및 교육을 요청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프로그램의 자금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와 함께 

긴급 임대 지원을 위한 더 많은 연방 자금 지원을 위한 뉴욕주의 요청을 지지하며, 

구호를 전달하기 위해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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