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거주 아파트가 임대 안정법 대상인지와

온라인: 뉴욕주 주택국과 커뮤니티개선국(HCR)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세요:

https://portal.hcr.ny.gov/app/ask

방문: 다음의 HCR 사무실 중 한곳을

방문 시에는 신원 증명(예: 사진 신분증)과 거주

거주 아파트, 임대 계약 또는 임대주와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민권센터와 상담하세요.

상담 예약은 718-460-5600. 아파트의 상태

민권센터와 함께 이웃들을 조직하여 통합적인

세입자는 임대 안정화 법률의 강화를 위하여 계속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민권센터

과거의 수리, 임대료 인상 및 규정 위반에 대해

알아보세요.

 

방문하세요:

 

맨해튼

641 Lexington Ave.

New York, New York 10022

 

퀸즈

92-31 Union Hall St.

Jamaica, New York 11433

 

증명(예: 임대 계약서 사본, 임대료 영수증 또는

공과금 고지서)을 지참하세요.

(종류), 임대 이력, 거주 증명과 기타 증빙 서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행동을 취하세요.

세입자�보호를�위한�조치

민권센터
718-460-5600 내선 305

136-19 41st Ave., 3rd Floor

Flushing, NY 11355

 

minkwon.org

seonae.byeon@minkwon.org

임대주는 반드시 해충, 누출(수)과 위험 요소가

임대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고 자행하는

임대주는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근거로 퇴거시킬

임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세입자는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퇴거로부터

임대 계약이 없어도 비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퇴거는 임대 계약 만료 통지와 주택 법원의

없는 안전하고 잘 관리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문을 잠가 바깥으로 내몰거나, 세입자의

소유물을 이전시키거나, 전기, 난방과 물 등의 필수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 없습니다.

보호됩니다.

세입자가 불법 퇴거 시도에 저항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주가 아닌

셰리프나 마샬이 법원의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권리

아래�설명한�문제가�발생했을�경우.�증거를�사진찍

어�보관하시고,�311에�꼭�전화하셔서�컨퍼메이션

넘버를�받아�기록해�두세요.

하우징 오거나이저에게 전화(718-460-5600)

또는 이메일(seonae.byeon@minkwon.org)로

연락하세요.

주거 권리

보장하라!



임대주는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

임대주는 과거의 분쟁 내용과 세입자의 이름을

다른 임대주들에게 제공된 “블랙리스트”에

주택 법원에 퇴거 케이스가 계류 중인 세입자는

변호사 선임, 임대 계약상의 문제점 수정이나

주택 법원은 세입자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있다고 밝힐 수 없습니다. 다른 임대주들이 그

세입자의 임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대료 납부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세입자가 판단하기에 임대주의 책임을 물은

행위 또는 다른 세입자들을 조직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임대주가 퇴거를 요청했으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조사 후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아파트를

찾지 못했거나 퇴거가 “극단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최대 1년까지 퇴거의 연기를

허용합니다.

뉴욕주�신규�임대�안정�법
확장된�세입자의�권리

2019년 6월 14일에 뉴욕 주의회를 통과한 새 임대

안정 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많은 임대 안정화 아파트들을 보존할 것입니다.

임대�안정화�아파트에
해당되는�사항:

새 임대 안정화 법률들은 뉴욕 주의회가 투표로

“높은 임대료/소득 공실(High Rent/Income

Vacancy)” 규정이 철폐되어 임대료나 세입자의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Bonus)”가 폐지되

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임대주가 매번

“장기 혜택제(Longevity Bonus)”가 폐지되어

"공용 시설물 공사 후 임대료 인상제(MCI's)”는

폐지 또는 만료시키지 않는 한 영구히 적용됩니다.

소득이 특정 기준선을 초과해도 임대주가 임대

안정화 적용 대상 아파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임대 안정화 적용 대상 아파트는

임대료와 세입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임대 안정화

적용 상태를 유지합니다.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가 과거의 임대 지속 기간을 근거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수리에 적용됩니다. 임대주가 MCI로 수리를

하면 임대료를 2%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선호 임대료(Preferential rent)"는 최대 법적

"소유자 사용 규정(Owner-use provision)"은

아파트가 비영리 단체 특히 홈리스나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보존되어 관리된다면

반드시 임대 안정화 적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 아파트 수리 후 임대료 인상(IAI's)”은 개별

아파트 유닛의 수리에 적용됩니다. 임대주가 IAI로

수리를 하면 수비 비용의 명목으로 $89 이상

이 제한은 새 임대 계약 전에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수리 후 30년 뒤에 만료됩니다.

임대료 보다 낮게 임대주가 동의한 임대료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선호 임대료를 지불했고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 임대주는 최대 법적 임대료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가 살거나 사용한다고 주장하면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 안정화 대상에서 벗어나게 허용한

법률입니다. 임대주가 “소유자 사용”을 주장하려면

해당 아파트가 본인 또는 가족의 주 거주지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 안정화

아파트에서 15년 또는 그 이상 거주했으면 임대주

는 “소유자 사용”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수리 후 30년 뒤에

만료됩니다.

임대�안정화�대상과
대상이�아닌�아파트에
모두�적용되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