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스트 할렘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에서 합리적 

가격을 4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함 발표  

  

이 계획은 미첼-라마(Mitchell-Lama) 개발지 중산층을 위해 446가구의 합리적 가격을 

유지할 예정  

  

소득 기준에 맞는 세입자에게 임대 보호를 제공하고 설비 개선 및 수리를 촉진할 예정  

  

주택 이용성을 높이려는 주의 전례 없는 노력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가 이스트 할렘의 미첼-라마(Mitchell-Lama) 개발지인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의 446가구 주민이 집세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40년 동안 가격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의 합리적 가격, 보존, 

설비 개선 프로그램은 또한 소득 기준에 맞는 세입자의 장기 보호를 포함하며 

레이크뷰(Lakeview)의 주인이 모든 아파트에서 새 부엌, 화장실 개선을 하고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한 수리 등 단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임대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이 합의로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 주민들은 앞으로 안전하고 편안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집을 가지도록 보장 받을 것입니다. 미첼-라마 프로그램(Mitchell-Lama 

program)으로 수립된 합리적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여기 뉴욕 맨해튼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을 보존하고 주택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환경이 좋은 집에 살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보존 및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로 이스트 할렘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 446가구가 

임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주민들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합리적 가격으로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장 받을 것입니다.”  

 



 

 

해당 건물은 미첼-라마 프로그램(Mitchell-Lama program)에서 나갈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주의 중재 없이 프로그램은 모든 임대 보호가 없는 상태로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오르는 

시장 가격 때문에 거의 모든 레이크뷰(Lakeview) 주민들은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주에서 가장 임대료가 높은 시장인 이스트 할렘 5번 에비뉴(5th 

Avenue), 106번 스트리트(106th Street)의 모퉁이에 있는 레이크뷰(Lakeview)를 특히 

위협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첼-라마(Mitchell-Lama) 임대 개발지에서 장기간 합리적인 가격을 

보존하려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철저한 감독과 리더십으로 주, 연방, 시 

자원을 함께 모은 결과입니다.  

  

• 주인과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가 합의한 

40년 규제의 일부로 새 세입자를 중간 소득의 135퍼센트 이상 벌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한. 

 

• 다음을 포함한 설비 개선 및 수리 요구  

 

o 새 지붕,  

o 모든 아파트에서 새 부엌, 화장실 개선,  

o 보안 시스템 개선,  

o 세탁실 개선,  

o 로비 개조,  

o 에너지 개선,  

o 새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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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HUD)가 제공한 프로그램이며 거의 모든 

레이크뷰(Lakeview) 세입자가 임대료에 소득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임대 지원 설명(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RAD)에 

따라 장기간 합리적 가격 유지. 임대 지원 설명(RAD)을 통해 섹션 

8(Section 8) 기금을 지정 아파트에게 제공하는 장기 계약으로 아파트는 

합리적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레이크뷰(Lakeview)의 경우, Charles 

Schumer 상원의원, Adriano Espaillat 대표는 2018년 연방 예산(Federal 

Budget)에 섹션 8(Section 8) 기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했으며 이는 

재정적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연방 정부,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 주인과 협력하여 이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 주민을 위해 앞으로 40년 동안 446가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스트 할렘 주변에서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우리가 기존의 

주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합리적 가격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하며 뉴욕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Charles Schumer 미국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는 주택 가격이 치솟는 바다에 있는 합리적 가격의 귀중한 섬과 같습니다. 

치솟는 주택 가격은 우리 도시의 너무 많은 서민 가족과 노년층에게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가격을 보존하는 것은 시급하며 저는 우리가 

주택도시개발부(HUD)와 뉴욕이 연방 섹션 8(Section 8)을 사용하여 장기간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임대 지원(Rental Assistance) 법안을 통과시켜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일을 성사시키려는 연방, 주, 시의 리더들의 훌륭한 협동과 공동의 

목적을 보여주는 굉장한 예시입니다. 리더십과 효과를 보여주시고 

레이크뷰(Lakeview)가 필요한 설비 개선에 투자해주신 Adriano Espaillat 대표님과 

Cuomo 주지사님, DeBlasio 시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초 Schumer 상원의원과 

저는 연방 입법부에서 제 구역인 레이크뷰 아파트 단지(Lakeview Apartment Complex)의 

446가구를 보존하려는 다수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몇 년간의 협상 후 

우리의 노력이 레이크뷰(Lakeview) 세입자들을 위해 추가 40년 동안 합리적 가격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서 기쁩니다. 인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성공에 있어 필수이며 우리 

지역사회가 번영하도록 돕습니다.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는 이스트 

할렘에 남은 마지막 미첼-라마(Mitchell-Lama) 건물입니다. 도시의 이 구역에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리적 가격의 주택은 건강한 

지역사회, 번영하는 도시,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레이크뷰(Lakeview) 

같은 공공 주택을 보존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의회에서 계속 적절한 기금과 연방 

자원을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Brian A. Benjam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주택 

위기는 서민들이 합리적 가격의 집을 찾고 유지하는 것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의 합리적 가격을 보존하고 세입자의 주택을 개선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그 위기에 맞서는 큰 조치를 취하여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HCR), 레이크뷰(Lakeview) 세입자들, Joanna 

Lawson 세입자 연합장과 계속 함께 작업할 것과 우리 구역 전체의 개발지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인 주택을 지키기 위해 작업할 것이 기대됩니다.”  

  

Robert Rodrigue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다수의 기관과 

정부 각계각층의 협동으로 몇 년이 걸려 완성되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오르고 있는 



 

 

임대료 때문에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의 합리적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레이크뷰(Lakeview) 주민들과 미래 세대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했던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맨해튼 자치구의 Gale A. Brewe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간 유지되는 

합리적 가격의 아파트는 우리 지역을 안정화하고 주택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기간 보존은 

시와 주 모두에서 우선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도움으로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가 적어도 40년 동안은 합리적 가격을 유지하고 개발지 주인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및 수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시 의회의 Bill Perkins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뷰 아파트(Lakeview 

Apartments)의 현재와 미래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중산층 

뉴욕 주민이 계속 함께 뉴욕시의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 역할을 하도록 고급 주택화의 

압박을 멈추고 있습니다.”  

  

레이크뷰 세입자 연합(Lakeview Tenants Association)의 Jo Ann Lawson 연합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것은 뉴욕 역사에 기록될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윈윈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협력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노력해온 것을 자랑스러워할 때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협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의 Molly Park 개발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간 도시에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님의 주택 계획에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레이크뷰(Lakeview) 주인, 지역 선출 공무원, 주 정부의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일하여 맨해튼 할렘에서 440가구 이상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합리적 가격을 연장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 뉴욕 주민들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합리적 

가격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신 저소득 주택 신용(Low-Income Housing Credit, LIHC)과 

모든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미첼-라마(Mitchell-Lama) 주택을 중산층이 낼 수 있는 가격으로 

보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2013년에 주정부는 주 

재정지원을 받는 낙후된 미첼-라마(Mitchell-Lama) 커뮤니티 8,600가구가 양질의 안전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되도록 2018년 말까지 필요한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하우스 뉴욕(House NY)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주 

주택 기관은 주 전역에서 7,719가구의 미첼-라마(Mitchell-Lama) 아파트를 보존하는 

자금을 제공했으며 앞으로 40년 더 이 중요한 주택에서 중간 소득의 뉴욕 주민들이 



 

 

집세를 낼 수 있도록 가격을 보존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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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래 주정부는 미첼-라마(Mitchell-Lama) 15,643가구의 합리적 가격 유지를 

연장하여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살만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미첼-라마(Mitchell-Lama)의 중요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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