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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GONZALEZ 지방검사 대행, 임대료 규제 대상 임차인들을 사취한 

임대인들이 유죄 인정 답변을 했다고 발표 

 

피고인들은 급속히 고급화되고 있는 브루클린 북부 지역에서 임차인들을 내쫒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함 

 

Cuomo 주지사의 임차인보호국, 브루클린 지방검사 및 시 행정기관들의 조사를 통해서 

임차인들을 괴롭히려고 의도된 위험한 건설공사의 증거가 발견됨 

 

TPU 집행 활동에 따라 부적절하게 규제를 벗어난 55,000채가 넘는 아파트가 등록되고, 

과다 청구된 임대료가 300만 달러 넘게 회복됨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브루클린 지방검사 대행 Eric Gonzalez는 오늘, 2명의 

브루클린 소재 임대인들이 시장 시세보다 현저히 더 높은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파괴하고 거주할 수 없게 만들므로써 임대료 안정 대상인 임차인들을 그들의 

주택으로부터 나가도록 강제하거나 강제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사기 책략을 꾀하고 

불법적인 퇴거를 도모한 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 답변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부시윅, 윌리엄스버그 및 그린포인트에서 Joel Israel 및 Amrom(Aaron으로도 알려짐) 

Israel이 소유 및 관리하는 대략 10채의 건물 중 많은 곳에서 심한 괴롭힘과 협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 주지사의 임차인보호국(Tenant Protection Unit, TPU)에 의해 

개시되었으며, 그 결과 TPU는 사건을 형사 소추를 위해 브루클린 지방검사실로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임차인들로서 임대료의 규제를 받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사취하거나 이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취합니다. 우리의 

주 및 지방 협력기관들과 함께, 임차인보호국은 부도덕한 임대인들을 더욱 엄중히 

단속하고, 이러한 비난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게 

되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우리 주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 전역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적정 가격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전념합니다.” 

 

지방검사 대행 Gonzal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전역의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규제되는 아파트의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오늘의 중범죄 유죄 인정 

답변을 통해 숙지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임차인들을 괴롭힘으로써 급상승하는 시장 

임대료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호받는 임차인들을 불법적으로 퇴거시려고 시도하면서 뻔뻔스럽게 

법을 어기는 건물 소유자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소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부 커미셔너 James S. Rub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임차인보호국은 임대인들이 시장 시세에 따른 수입을 목표로 하는 아파트에서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TPU가 민사적 또는 형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는 경우, 

그들은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며, 취약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형사 소추 및 적절한 법적 조치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지연된 제도는 특히 

피해가 엄청 컸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수개월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수도시설과 

요리시설을 박탈하고, 위험하며 절망적인 생활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TPU가 했던 다수의 형사 사건 회부 중 첫 번째 사례이며, 이번 사례는 우리 주가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두에 서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및 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 커미셔너 

Vicki Be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그들의 

주택으로부터 강제로 퇴거시키고, 기존의 임대료 안정 대상 주택을 지역사회로부터 

가져가려고 시도할 때, 법 집행기관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의 공세적인 법 집행 및 법적 조치 후에, HPD는 지방검사와 협력 

관계를 맺어서, Joel Israel 및 Aaron Israel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여러 부동산 중 하나인 

300 Nassau에 있는 수리된 주택으로 임차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환영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는 주택 범죄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Israel 형제들과 같은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 Ken Thompson에 의해 시작된 훌륭한 업무를 지속하는 점에 대해 

브루클린 지방검사 대행 Eric Gonzalez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검사 대행은 두 명 모두 Borough Park, Brooklyn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들인 

Joel Israel(35세)과 그의 형 Amrom(Aaron으로도 알려짐) Israel(38세), 그리고 그들의 

법인인 JBI Management Inc., Linden Ventures LLC, 324 Central Realty LLC, Salmor 

Realty 2, LLC 및 Salmor Realty LLC가 오늘 브루클린 지방법원 Danny Chun 판사 

앞에서 하나의 1급 사기 책략 공소사실과 불법적인 퇴거에 대한 다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 답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방검사실과 형량 합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여기에서 그들은 5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이며, 각자가 5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하게 

다음 장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괴롭힘을 당한 8명의 임차인들 사이에서 나누어 갖도록 

대략 248,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시윅의 98 Linden Street, 부시윅의 

324 Central Avenue, 그린포인트의 300 Nassau Avenue, 윌리엄스버그의 15 Humboldt 

Street 및 부시윅의 386 Woodbine Street. 법인들은 조건부 기소유예에 처해질 것입니다. 

 

유죄 답변의 조건으로서, 피고인들 Israel 형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5년 기간의 

합의에 동의함으로써 주지사의 임차인보호국에 의한 청구에 대해 합의 해결할 것입니다. 

즉, 합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i) 임대료가 규제되는 건물과 아파트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그들의 사업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새로 만들고, (ii) TPU 및 지방검사실에 직접 보고하고, 



피고인들의 임대료 규제 부동산을 감독하며, 피고인들이 그들의 보호관찰 기간 내내 

임대료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게 될 독립적인 감시 요원을 채용하고, (iii) 괴롭힘, 

서비스 축소, 또는 JBI의 그 밖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비웠거나 피해를 

경험한 임차인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TPU의 승인을 받아 감시 요원이 관리하게 될 

“임차인 배상기금(Tenant Compensation Monetary Fund)”에 10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급액은 형사 배상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지방검사 대행은, 유죄 인정 진술에 따를 때, 소유주 및 관리인으로서, Joel Israel과 그의 

형 Amrom Israel, 그리고 그들의 회사들이 북부 브루클린에 최소한 5채의 임대료 안정 

대상 건물을 소유하거나 지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들의 임차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지급하는 임대료 금액의 상한액을 제한받으며, 

법률상 요구되는 근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피고인들의 건물에 적용되는 임대료 안정화 법률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5개 건물 모두에서,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을 괴롭히고, 퇴거시키며,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거부하려고 획책했습니다. 획책의 목적은 아파트를 시장 시세로 

임대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임대료 안정 대상 임차인들을 그들의 

아파트로부터 퇴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상원의원 Martin Malavé Di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Israel 형제들의 유죄 인정 

합의는 브루클린 임차인들부터 Gonzalez 지방검사 및 Cuomo 주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지역사회 및 주택 법률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부도덕한 임대인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합의는 정확히 이들 두 명이 치루어야 할 

대가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임차인보호국 및 Gonzalez 지방검사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그들을 법정에 세운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악덕 임대인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원의원 Maritza Davi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오랜 선거구민들이 매일마다 

지역의 변화하는 금전적 현실에 직면합니다. 슬프게도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지만, 

Joel Israel 및 Aaron Israel을 포함한 일부가 보여주는 탐욕이 우리 지역사회를 

손상시키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브루클린 지방검사실과 협력해서 이루어진 주지사의 임차인보호국의 훌륭한 업무처리와 

우리 지방의 지역사회 조직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재앙을 피했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죄 인정 답변이 임대인 커뮤니티에 울려 퍼지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제대로 된 주택을 향유할 자격이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기를 희망합니다.” 

 

하원의원 Erik Martin Di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지방검사 고 

Kenneth Thompson, 그리고 사건을 계속한 지방검사 대행 Eric Gonzalez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과 주 전역에 걸쳐 임차인 보호에 전념하고 있는 DHCR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 James Rubin께도 아울러 찬사를 

보냅니다.” 

 

Legal Services NYC 소송 담당 이사 Edward Joseph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대료 

규제 대상 임차인들에 대한 학대에 있어서 새로운 최저점을 기록한 Israel 형제들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악명 높은 임대인들이 그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받은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2012년에 창설된 이래, 임차인보호국의 집행 활동에 따라 분쟁 해결 합의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부적절하게 규제를 피한 55,000채가 넘는 아파트가 등록되었고, 의심하지 않은 

임차인들에 대해서 과다 청구된 300만 달러가 넘는 임대료가 회복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 처리를 도운 TPU 담당자에는 임대료 조사관 Ryoneal Wilson, 보조 변호사 Karis 

Rasmussen 및 선임 변호사 Monique Thomas가 포함되며, 이들은 법무 디렉터 Vernitta 

N. Chambers 및 조사 디렉터 Lewis Gray의 지시를 받았고, 국장 Gregory C. Fewer의 

감독을 받았고, 총괄적으로는 부커미셔너 Richard R. White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HPD의 비상 수리 프로그램에서는 300 Nassau에서 즉각적으로 위험한 위반행위를 

수리하기 위해서 2002년 이래 42,034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시에서 건물의 상황이 

임차인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위험하다고 결정하고,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 

전에, 포괄적인 사건을 포함해서, 다수의 주택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에는 

거주자들이 Brooklyn Legal Services Corp. A의 지원을 받아서 7-A 사건을 개시했으며, 

HPD의 주택 소송 부서가 해당 사건에 참여해서 7-A 관리인을 임명하는 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HPD는 300 Nassau Avenue의 7-A 관리인에게 주요한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그 밖의 수리를 하도록 대략 565,000달러가 넘는 금액의 7-A 재정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추가로, HPD의 집행 및 지역서비스 사무국은 98 Linden Street 

및 224 Schaefer Street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광범위한 유지관리 조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건물들의 거주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방검사실 사기방지국 보조 지방검사 Gavin W. Miles과 지방검사실 조사 부서의 

선임 보조 지방검사 Samantha Magnani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부동산 사기 

방지팀 책임자인 보조 지방검사 Richard Farrell과 사기방지국 국장인 보조 지방검사 

Felice Sontupe의 감독을 받았고, 총괄적으로는 지방검사실 조사 부서 책임자인 임원급 

보조 지방검사 William E. Schaeffer와 부책임자 Patricia McNeill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믿는 

임차인들은 전화번호 (718) 739-6400 또는 TPUinfo@nyshcr.org로 TPU에 연락하면 

됩니다. 주지사의 임차인보호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shcr.org/TPU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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