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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주지사 REBNY와 BUILDING TRADES 사이에 합의를 달성한 후 

“AFFORDABLE NEW YORK” 주택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새 법안 추진 

 

주지사는 오늘 John Catsimatidis의 라디오 The Cats Roundtable에서 새 법안에 대해 

논의– 인터뷰 원본 파일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New York, 

REBNY)와 대뉴욕 빌딩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가 421-a라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할 데 관한 협의를 달성한 후 

“저렴한 주택의 뉴욕(Affordable New York)”이라는 주택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장하고 건설업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저렴한 주택의 뉴욕” 주택 프로그램에 따르면 맨해튼, 브루클린 및 퀸즈 등 특정 

지역에 300가구 이상의 새로운 주민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4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특정 수량의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올려주면 35년간 

부동산 전액 세금에 대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기타 저렴한 주택 

개발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세금 경감 자격은 제공하는 저렴한 가구 수에 관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뉴욕시에서 저렴한 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하고 이것을 건설한 노동자들의 노동을 인정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합의는 주택 구매에 대한 소득 자격 요구를 낮추고 기존의 421-a에서 제정한 

주택 구매 능력 프로젝트 기간을 5년 추가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주택에 들 기회를 

늘립니다. 이것은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평한 임금 혜택을 확보하는 노력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입법부가 저렴한 

주택의 뉴욕 법을 통과하고 20억 달러의 주택 보조금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 회장 Rob Spey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끌어낸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법안은 많은 추가적인 저렴한 가구를 

포함하여 뉴욕시 전체에 절실히 필요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시민에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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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한 Gary LaBarbera에게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뉴욕 빌딩 및 건설업 위원회 회장 Gary LaBarbe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가 절실히 수요하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건설한 노동자들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괜찮은 임금을 받는 

것을 확보합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이 장래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유지할 

중요한 법안의 갱신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신 우리의 파트너 REBNY와 Rob Speyer 및 John Banks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합의서의 특정 조항:  

 프로그램에 의해 구축한 저렴한 주택 제공 프로젝트에 대한 확장– 저렴한 가구에 

대한 혜택 제공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연 소득 자격 요구를 낮추어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장.  

 건설업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과 혜택을 받도록 요구하여 맨해튼 96번가 남부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간당 평균 60달러의 인건비를 제공하고 브루클린과 

퀸즈(“경제성 강화 지역(Enhanced Affordability Areas)”)의 커뮤니티 위원회 1과 2 

지역에 있는 이스트 리버(East River)에서 1마일 떨어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간당 평균 45달러의 인건비 제공.  

 도시구역에 300가구 이상의 개발자들이 법에 따라 저렴한 주택 제공과 임금 

요구를 만족함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자격을 허용.  

 개발자들이 독립적인 감독자를 고용하여 급여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과 혜택에 대한 집행 

및 준수 요구를 확보.  

 201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15일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2026년 

6월 15일 전에 완공하면 프로그램 신청 자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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