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UNDERWOOD 검찰총장,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연방 정부에 대한 소송에 동참 

 

주택 도시 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인종 분리주의 및 기타 

공정한 주택 거래 문제를 다루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소송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arbara D. Underwood 뉴욕주 검찰총장은 오늘,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대한 연방 소송에 

동참하기 위해 소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공정한 주택 거래 연맹 및 기타 대 

카슨(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 et al. v. Carson) 소송은 컬럼비아 특별구의 미국 

연방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계류 중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주택 도시 개발부(HUD) 장관으로서, 이 

기관이 주택 거래에 대한 분리 주의와 차별을 근절해야 하는 책임을 포기하고 이 

개탄스러운 관행이 지속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연방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공정한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거둔 성과를 무위로 되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을 뉴욕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워싱턴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우리 주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nderwood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은 

주택 거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50년 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Trump 행정부는 주택 거래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거래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나라와 우리 주가 퇴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청은 이 행정부가 이 법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 동안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이 불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제정된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은 주택 도시 개발부(HUD) 

기금을 수령하는 지역에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affirmatively further fair housing,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fair_housing.pdf


 

 

AFFH)”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방 정부는 수십년 동안 인종 분리주의와 

오랜 기간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를 괴롭히고 있던 기타 공정한 주택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이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으로 

충족되지 않는 권한을 마침내 달성하기 위해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irmatively 

Further Fair Housing)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택 도시 개발부(HUD) 기금을 

수령하는 관할 구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분리주의 패턴을 근절하고 통합 주택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주택 거래 문제를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도록 관할 

구역에 요구하는 동시에 관할 구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요구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정한 주택 거래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분리주의 및 공정한 주택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역 중심의 해결 방안을 

개발하도록 관할 구역에 요구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규정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정한 주택 거래의 우선 과제를 확인하고 설정하는 데 있어 현지 

데이터를 분석할 것을 관할 구역에 요구했습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irmatively Further Fair Housing Rule)이 발효된 이후, 

2년 동안 이미 배당금이 지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소송을 지지하기 위해 

선언문을 제출한 뉴로셸과 같은 관할 구역들은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보다 통합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개혁에 전념해 왔습니다. 

 

2018년 1월 5일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연방 주택 기금의 수령자 대부분이 최소한 

2024년까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irmatively Further Fair Housing Rule)을 중단한다는 의견을 사전 통보나 

기회없이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3 곳이 연방 법원에서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후인 2018년 5월 23일, 주택 도시 개발부는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irmatively Further Fair Housing Rule)과 관련된 세 가지 

새로운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1월 5일 통지를 

철회했지만, 그 조치의 결과는 관할 구역이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없게 만들고 기금 수령 

기관들이 미확인 미래 일자를 준수하도록 기한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이 요건의 시행을 보류시켜서 뉴욕의 관할 구역 40 곳과 미국 

전 지역의 관할 구역 약 1,000 곳에 배분한 연간 55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에 대한 민권 

감독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사실상 중지시켰습니다.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조치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공정한 주택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와 차별을 해결하려는 뉴욕의 활동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뉴욕주는 지역사회 개발 정액 교부금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과 홈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등을 

포함한 몇 가지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도시 개발부(HUD) 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HCR)는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면서 기금을 지역 카운티, 지자체, 기타 

지역들로 배분합니다. 뉴욕주의 대형 카운티 및 지자체 49 곳도 주택 도시 

개발부(HUD)로부터 직접 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HCR)는 오늘 제출된 서류에 동봉된 선언문에서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2015년에 채택한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irmatively Further Fair Housing 

Rule)을 환영했습니다. 자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기관은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조치로 어긋난 통합과 진정한 주택 거래 선택 활동 등을 촉진하는 주정부의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 도시 개발부(HUD) 및 현지 관할 구역 양쪽 모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Ben Carson은 주택 도시 개발부(HUD) 장관이 되기 전에도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H Rule)을 “실패한 사회주의자의 실험”으로 비난하고 그것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 규정된 버스 통학’과 비교했습니다. 

 

오늘의 소송은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1) 주택 도시 개발부는 통지 및 의견의 기회없이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H Rule)에 명시된 요건을 중지시켰습니다. (2)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핵심 증거를 무시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AFFH) 요건을 중지시킬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3) 효과적인 대체 규정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규정(Affirmatively Further Fair Housing Rule)의 요건을 중지함으로써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법정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뉴욕주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 거래 장벽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의 기본 가치에 대한 공약을 계속 지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합법적인 소득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뉴욕 주민 수천 명이 더욱 쉽게 주택을 구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공정한 주택 거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서 작성 건으로 임대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의 개입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ctions-support-fair-housing-all#_blank


 

 

행보는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거래에 대한 차별과 분리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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