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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 브루클린 스타렛 시티에서 2069년까지 주택 구입 가격 적정성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내용 발표  

    

리파이낸싱 계획, 5,881채의 개발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1억 4천만 달러의 자본 

개선 및 수리 비용 제공   

  

중산층을 위한 미첼-라마 주택보존을 위한 주지사의 노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에 있는 46개 빌딩, 5,881채 아파트로 구성된 

미첼-라마 주택단지의 가격을 2069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프링 크릭 

타워로도 알려진 스타렛 시티의 소유인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임차인에 대한 장기 보호 계획이 포함되며 소유인은 개보수 비용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를 출자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50년 이상 수천 명의 뉴욕 중산층이 의존해 온 중요한 주택 공급원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 계약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단지 중 한 곳의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저렴한 주택을 갖게 됨으로써 장단기적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저렴한 주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 모든 뉴욕 시민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우리의 

임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팬데믹은 모든 뉴욕 시민들이 집을 소유하고 주거할 자격이 있는 이유를 강화했을 

뿐입니다."라고 Kathy Hochul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체결한 계약을 통해 

부루클린의 스타렛 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 명의 중산층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수십 년을 위해 모두 함께 강력하고 더욱 사랑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HCR은 Brooksville Company 및 Rockpoint Group과의 계약을 통해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주자의 주택 구입 가격 적정성을 확장하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며 

임대료 인상 한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갖 

모든 목표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파이넨싱 계약에 따라 HCR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 비-Section 8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 유지.   

• 소유인들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와 스타렛 시티의 Section 8 계약을 추가로 15년 신청하여2069년까지 저소득 

거주자들을 위한 3,569채 아파트로 구성된 주택단지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추가 15년 동안 비-Section 8 아파트로 구성된 주택단지 2,312채의 주택 구입 가격 적정성 

연장(Sec. 8 세입자를 위한 HUD 계약과 뉴욕시 개발세 면제가 연장 시행됨).   

• 소유인들은 2030년까지 자본 개선 및 수리에 1억 4천만 달러를 추가로 출자해야 하며, 

2018년 이후 스타렛 시티의 총 자본 지출액을 2억 8천만 달러까지 모아야 합니다. 수리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모든 거주민을 위한 새로운 주방 용품.    

-모든 로비 및 복도 개조.    

-가로경관 교체 및 조경 업그레이드.   

-놀이터 및 실외 스포츠 활동 영역 업그레이드.   

• 거주자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기금으로 1,000만 달러를 조성하여 교육, 건강 및 복지 

그리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   

• 재정적으로 곤란한 거주자들을 위해 1,000만 달러의 임대 구제 기금 조성.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HCR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집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타렛 시티와 함께 개발한 이 계획은 업그레이드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임대료 구제에 1,000만 달러 그리고 지원 서비스, 

건강, 복지 및 직업 교육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HCR은 스타렛 시티와 

협력하여 이 상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지역 사회의 주택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앞으로 수년간 거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상원의원인 Roxanne Persau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타렛 시티/스프링 크릭 

타워 주민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현재와 미래에 살기에 안전하고 저렴한 장소를 제공해 

줄 리파이넨싱 계획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멋진 우리의 

도시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미첼-라마 주택단지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Brooksville Company 사장 Andrew MacArthu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사는 HCR 및 

지역 선출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2069년까지 주택 구입 가격 적정성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며 중요한 주거 업그레이드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추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1억 4천만 달러의 신규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민관 협력 관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이것이 도시 주변의 저렴한 주택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미첼-라마 주택단지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구입 가격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011년 이래, 주지사는 23,000채 

이상의 미첼-라마 주택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2013년, 그는 2018년 

말까지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매우 필요하고 주 재정 기관에서 재정을 투입한 8,600개의 

노후한 미첼-라마 커뮤니티를 품질 좋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House NY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주택 계획은 또한 

미첼-라마 갱생 프로그램(Mitchell-Lama Rehabilitation Program)에 제공한 7,5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에서 미첼-라마(Mitchell-Lama) 개발지의 저리 

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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