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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DE BLASIO 시장시장시장시장, HIV/AIDS에에에에 걸린걸린걸린걸린 저소득저소득저소득저소득 뉴욕뉴욕뉴욕뉴욕 시민들을시민들을시민들을시민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저가저가저가저가 주택주택주택주택 보호안보호안보호안보호안 

발표발표발표발표 

 

HIV/AIDS에에에에 걸린걸린걸린걸린 저소득층을저소득층을저소득층을저소득층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뉴욕시의 임대임대임대임대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30%의의의의 소득소득소득소득 총액총액총액총액 추가추가추가추가 

 

조치를조치를조치를조치를 통해통해통해통해 취약한취약한취약한취약한 10,000여여여여 명의명의명의명의 뉴욕뉴욕뉴욕뉴욕 시민들이시민들이시민들이시민들이 노숙자로노숙자로노숙자로노숙자로 전락하지전락하지전락하지전락하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보호보호보호보호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시장은 오늘 HIV / AIDS에 걸린 저소득 뉴욕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저가 주택 보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HIV/AIDS로 인해 영구적으로 활동이 

힘들고 임대 지원을 받는 뉴욕 시민들은 임대료에 대하여 더 이상 자신의 소득 중 30%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보호안이 없으면, HIV/AIDS에 걸린 10,000여 명의 뉴욕 시민들은 

저가 주택에 거주할 수 없고, 임대료에 대하여 자신들의 장애 소득 중 7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조치는 HIV/AIDS에 걸린 수천여 명의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인지, 음식과 기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 받지 않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HIV/AIDS에 걸린 저소득 임차인에 대하여 30%의 소득 총액을 실현함으로써, 

도움이 절실한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를 위해 건강하고, 강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De Blasio 시장은 “HIV-AIDS로 인해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보안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비용의 2/3를 짊어지기 위한 준비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도시의 

상징입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뉴욕주의 HIV/AIDS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에 저가 주택 

임대 공헌 자금을 확대하기로 선택한 Cuomo 주지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결정은 그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HIV/AIDS에 걸린 10,000여 명에 달하는 

뉴욕주의 취약 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 피난처는 물론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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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관련된 의료 비용과 HIV 전염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예산 및 공중 보건 정책입니다.” 

 

현재, HIV/AIDS에 걸린 뉴욕주 저소득층의 기본 주택 프로그램은 입주자를 기준으로 한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타 뉴욕주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급여 소득을 받는 주민들은 

임대료에 대하여 그 복지 혜택의 일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타 모든 

뉴욕주 주택 프로그램 및 연방 자금 지원 주택 지원과 달리, 뉴욕의 HIV/AIDS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입주자의 필수 임대료 비중에 총액의 30%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상 대피소와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HIV/AIDS에 걸린 많은 사람들은 따로 살 수 있지만,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저가 주택 보호안을 작성함으로써 뉴욕주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수의 

지원 주택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숙 및 주거 불안정성은 HIV 감염 위험을 높이고 HIV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개인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조건은 집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도전과제와 함께 실질적인 HIV 감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숙자 또는 불안정한 주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안정된 개인에 

비해 HIV/AIDS 감염률이 3-9배 더 높습니다. 

 

AIDS Community Research Initiative of America 전무 이사인 Dan Teitz는 “이 저가 주택 사업은 

사람들을 자신의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지를 

배제함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을 거두어 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HIV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약물 치료에 대한 더 나은 접근법과 규제 준수와 연결됩니다.” 

 

Vocal New York 전무 이사 Sean Barry는 “이 조치는 노숙자 및 불안정한 주거와 관련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등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억제하여 지출을 줄이고 더 건강하고, 강하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Cuomo 주지사와 de Blasio 시장의 미션을 확장한다”고 말했습니다.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전무 이사인 Ted Houghton은 오늘의 조치는 삶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