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필’은 운동장, 잔디밭, 주차장 등 현재 건물이 없는 기존 건물 사이 구역에 건물을 짓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NYCHA

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인필은 NYCHA가 주택 건설에 사용될 NYCHA 건물 

주변의 땅을 임대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인필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NYCHA 부동산은 단지 건물이 아닌  

주차장, 놀이터, 잔디밭에 사용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 토지사용제한법에는 어떤 땅에 얼마큼 개발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NYCHA 토지는 토지사용제한법에서  

허용하는 건물 상한치를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다.

NYCHA는 이 땅과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민간 개발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것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량의  

차이를 ‘미사용 개발권’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이를 ‘개발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은 민간 개발자들에게 임대되어  

건물이 지어집니다.

임대료로 인한 수익은 NYCHA 개발에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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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요

NYCHA는 정말 돈을 벌까요?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필 건물은 100% 시장가보다 저렴한 주택입니다. 시장가와 저렴한  

주택의 비율이 50/50이었다면 NYCHA가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NYCHA가 땅을 임차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대가 NYCHA에게  

수입을 가져옵니다.

• 인필-
• 채우기Infill ?



NYCHA 거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NYCHA는 거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건물 수리 및 보수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NYCHA 주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나요?

NYCHA 개발 주변의 귀중한 녹지 공간, 주차 공간, 놀이터가 새로운  

개발로 대체됩니다.

시장가보다 저렴한 주택은 NYCHA에 큰 수익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NYCHA는 개발자들에게 미개발 토지를 시장금리 주택을  

위해 팔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건물이 NYCHA 건물 근처에 지어지면, 부유한  

사람들이 새 아파트와 인근 지역으로 유입됩니다.

새 주택은 현재 NYCHA 거주민의 소유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NYCHA가 미사용 개발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NYCHA 토지를 개발하는 대신, 미사용 개발권을 민간 

개발자에게 매각하여 NYCHA 토지 주변 토지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개발자에게 개발권을 ‘양도’하면 개발자가 NYCHA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으면서 개발자의 토지에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발권 이전(Transfer of Development, TDR) 이라고 

합니다.

이는 NYCHA가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자금 지원  

옵션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NYCHA 레지던트 협회에 가입하여 NYCHA가 

이러한 사업을 개발할 계획인지 확인하세요.

이웃과 소통하세요.

NYCHA가 사업에 관한 공개 회의를 여는 경우 

참석하셔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러한 NYCHA 전략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문의하세요.

시의회 의원에 문의해서 인필이 NYCHA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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