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중산층 주민 주택 단지의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대해 발표  

 

뉴욕주 계획에 따라 30 년간의 추가 기간 동안 임대료가 저렴하게 유지될 예정인 361 

가구의 웨스트뷰(Westview) 단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향후 30년 동안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중산층 주민을 

위한 361 가구의 아파트 단지인 웨스트뷰(Westview)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웨스트뷰(Westview)의 소유주는 미첼-라마 프로그램(Mitchell-Lama 

program)을 종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 건물은 모든 아파트가 시장 가격이 

되어 세입자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대신 이 합의로 

웨스트뷰(Westview)는 시장 가격 이하의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상 처음으로 주택의 

소유 기회를 세입자가 제안받는 조건으로 미첼-라마 임대 프로그램(Mitchell-Lama rental 

program)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임대를 계속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장기간의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뉴욕의 중산층 가정을 위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중요한 진전입니다. 

미첼-라마 프로그램(Mitchell-Lama program)을 유지하기 위한 복구 활동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의 근면한 주민을 위해 웨스트뷰(Westview)와 같은 

아파트들을 보존하여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이 지역사회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뷰(Westview)를 위한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은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주택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 합의는 주민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뉴욕 전체의 저렴한 주택 단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제공합니다.”  



 

 

 

1976년에 완공된 웨스트뷰(Westview)는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첫 번째 현대적인 주택 

단지 네 곳 중 한 곳입니다. 이 단지는 서로 연결된 19 층 규모의 건물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에 대한 합의가 다음과 

같은 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 소유주인 노스 타운 페이즈 III 하우지스 

주식회사(North Town Phase III Houses, Inc.), (2) 웨스트뷰 태스크포스 

주식회사(Westview Task Force, Inc.)로 운영되는 웨스트뷰 세입자 협회(Westview 

tenants association), (3)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운영을 관리하는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oosevelt Island Operating Corporation, RIOC), (4) 미첼-라마 

프로그램(Mitchell-Lama program)을 관리하는 뉴욕주 주택 기관인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 (5) 뉴욕시에서 웨스트뷰(Westview)가 

들어선 토지를 처음 임대한 도시 개발 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로 

1969년에 처음 설립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은 2048년까지 유효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웨스트뷰(Westview)는 미첼-라마 프로그램(Mitchell-Lama program)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자격을 갖춘 주민은 시장 가격의 약 30 퍼센트(평방 피트당 시장 가격 

기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매시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세입자로 남는 주민의 경우, 임대료 인상은 수입과 뉴욕시 메트로 지역에서 임대료가 

안정된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는 임대료 지침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가 승인한 인상률에 연계됩니다.  

 

이 합의는 관련된 다음의 주정부 기관 세 곳의 지원으로 가능해졌습니다.  

•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원래 주정부가 지원했던 

웨스트뷰(Westview)의 미첼-라마 담보 대출(Mitchell-Lama mortgage)의 

일부를 탕감하고 있습니다.  

•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IOC)는 웨스트뷰(Westview)가 들어선 

토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웨스트뷰(Westview) 아파트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과 동등한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소유주는 건물의 자본 준비금에 600만 달러의 선급 기여금을 지불하고, 

더불어 세입자 협회 비용 및 기타 건물 관련 특별 기금으로 36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합니다.  

 



 

 

웨스트뷰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Westview Affordability Plan)은 2012년에 미첼-

라마(Mitchell-Lama) 프로그램 임대 단지를 미첼-라마(Mitchell-Lama) 프로그램 종료시 

시장 가격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전환한 자매 부동산인 아일랜드 하우스(Island House)의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을 모델로 합니다. 

 

미첼-라마 주택 프로그램(Mitchell-Lama Housing Program)은 MacNeil Mitchell 뉴욕주 

상원의원과 Alfred Lama 뉴욕주 하원의원이 처음 제안하였고, 1955년에 William Averell 

Harriman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의 민간 주택 금융법(Private 

Housing Finance Law)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중산층 주민을 위해 임대 및 

협동조합식으로 공급하는 저렴한 주택의 개발과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을 경감받고 저금리 담보 대출을 얻었으며 연방 정부, 

주정부 또는 뉴욕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법에 따라 소유주들은 미첼-

라마(Mitchell-Lama) 프로그램에서 해당 단지를 제외시킨 후 담보 대출금을 미리 

지불하고 단지를 민영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은 프로젝트가 주택 

단지를 개발한 후 20년 또는 30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뉴욕주의 미첼-라마 

프로그램(Mitchell-Lama Program)에 따라 105,000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269 곳의 주택 

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오늘날 미첼-라마 주택(Mitchell-Lama housing)은 뉴욕주 전 지역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Cuomo 주지사가 2011년에 취임한 이후, 주정부는 

장기간 저렴한 주택을 공금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정부가 후원하는 미첼-

라마 프로젝트(Mitchell-Lama project)를 다시 재정지원하고 재건하며 유지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임무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노후된 미첼-라마(Mitchell-Lama) 프로그램 아파트 8,600 가구를 2018년까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하여 양질한 안전한 주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하우스 

뉴욕(House NY) 프로그램을 2013 년에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향후 40년 동안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29 개 지역에서 7,177 가구의 미첼-라마(Mitchell-Lama) 프로그램 

아파트를 보존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지사의 200억 달러 규모의 저렴한 주택 계획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 

지역에서 미첼-라마(Mitchell-Lama) 주택 단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미첼-라마 재건 프로그램(Mitchell-Lama Rehabilitation Program)에 7,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미첼-라마(Mitchell-Lama) 

프로젝트가 웨스트뷰(Westview)와 같이 프로그램에 머물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에 계속 

머물도록 장려하기 위해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모든 힘을 다하는 한편, 종료 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을 “떠날 것”을 

기대하는 주택 회사들 및 미첼-라마(Mitchell-Lama) 프로젝트 소유주 등과 협력합니다. 

이는 RAD, 섹션 8(Section 8), 세액 공제, 임대료 안정화,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s), 제11조 전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주 지원 

프로그램(landlord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기타 주택 프로그램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떠난 

미첼-라마 프로젝트(Mitchell-Lama project) 중 상당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존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프로그램을 떠난 61 개의 미첼-라마 

프로젝트(Mitchell-Lama project) 중 55 개가 이러한 방식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 프로그램에 남아있던 210 개의 프로젝트 중 204 개(또는 97 퍼센트)가 

프로그램에 남아 있거나 이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를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이 

행정부의 전임자의 실적을 훨씬 초과하는 보존 비율입니다.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IOC)의 Susan Rosenthal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 동안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웨스트뷰(Westview) 소유주 및 세입자 여러분, 

Carolyn Maloney 연방 하원의원님, José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님, Rebecca 

Seawright 뉴욕주 하원의원님, Ben Kallo 뉴욕시 시의회 의원님 등을 비롯한 이 섬의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루스벨트 아일랜드 주민 수백 명이 이 

합의 덕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을 사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커미셔너인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 이사회(RIOC 

Board of Directors)의 RuthAnne Visnauskas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스벨트 

아일랜드와 저렴한 주택 양쪽 모두를 위해 오늘의 발표는 커다란 승리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은 미첼-라마(Mitchell-Lama) 

프로그램으로 세워진 건물의 노후화에 직면한 다른 지역사회를 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이 혁신적인 

계획은 미첼-라마(Mitchell-Lama) 주택 단지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사회들을 위해 향후 해당 주택 단지 

보존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Carolyn B.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스벨트 아일랜드 주민 

가족들은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웨스트뷰(Westview)의 근면한 남녀 주민들은 향후 30년 동안 

계속 이 주택 단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뉴욕 주민이 저렴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들에게 당부드립니다.”  

 



 

 

José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뷰(Westview)를 위한 

저렴한 가격 합의는 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수많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뷰(Westview) 세입자, 선출직 공무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기울인 장기간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적인 결의안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ebecca Seaw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당하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Cuomo 주지사님, 주정부 공무원들, 헌신적인 

웨스트뷰(Westview)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와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는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체론적인 계획입니다. 루스벨트 아일랜드 시민들은 당연히 저렴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 계획으로 선택과 합리적인 경제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Ben Kallos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뷰(Westview)의 361 가구 아파트에서 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주택 소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뉴욕시의 

모든 주민을 위해 루스벨트 아일랜드 주민과 뉴욕 주민이 거둔 의미있는 승리입니다. 

이들은 루스벨트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진정한 주민 가족과 개인입니다. 이제 이들은 

향후 30년 동안 자신의 주거 상황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엄청난 리더십과 계속 임대를 할 수있는 주민과 주택을 살 수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의안을 도출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웨스트뷰 태스크포스(Westview Taskforce)의 일원,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oosevelt Island)의 Susan G. Rosenthal 대표 겸 최고경영자,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 이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주신 David Hirschhorn 님께 

감사드립니다.”  

 

웨스트뷰 태스크포스 주식회사(Westview Task Force, Inc.)의 Opher Pail 공동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루스벨트 아일랜드를 위한 엄청난 뉴스입니다. 

웹스트뷰(Westview) 세입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상생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없었다면 세입자들은 치명적인 임대료 

인상에 직면했을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루스벨트 아일랜드 주민 가족들에게 향후 오랜 기간 

안정된 임대료를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합리적인 경제성 계획(Affordability Plan)으로 

웨스트뷰(Westview) 세입자를 옹호해 온 Rebecca Seawright 뉴욕주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oosevelt Island Operating Corporation)는 뉴욕주가 

1984년에 설립한 루스벨트 아일랜드를 계획, 설계, 개발, 운영, 유지할 임무를 가진 공익 

법인입니다. 혁신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해결책에 주력하고 있는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IOC)는 약 13,000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섬의 복합 용도 주거 

공동체를 위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IOC)는 상징적인 공중 케이블을 포함하여 섬의 도로, 공원, 공공 

용지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 경기장, 대중 교통 등을 관리합니다. 또한 루스벨트 

아일랜드 운영공사(RIOC)는 주민, 직원, 사업주, 방문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 안전부(Public Safety Departmen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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