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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200-1230/1261-1341/1400 East Gabriel Garcia Marquez Street, Los Angeles, CA 

90033(프로젝트 현장)에 위치하는 377 세대의 푸에블로 델 솔(Pueblo del Sol, "원 개발 

구역")은 재신디케이션되어 개조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 계획으로 푸에블로 델 

솔 I 단계에서 201 세대를, II 단계에서 176 세대(이하 총괄하여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재건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현재 Aliso Village Housing Partners, LP 및 Aliso Village 

II Housing Partners, LP("구 협력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McCormack Baron Management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HACLA")은 구 협력업체로부터 푸에블로 델 솔을 인수하며 I단계의 기존 개선 상태를 

Pueblo del Sol I Housing Partners, LP 에게, II 단계의 기존 개선 상태를 Pueblo del Sol II 

Housing Partners, LP("새 협력업체")에 매각합니다.  새 협력업체는 HACLA 계열사와 

캘리포니아의 관련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에블로 델 솔 I단계에는 공영주택 120세대, 세액 공제 대상 80세대 및 관리인 1세대가 

포함됩니다.  푸에블로 델 솔 II단계에는 공영주택 122세대, 세액 공제 대상 53세대 및 

관리인 1세대가 포함됩니다.  

  

HACLA는 허용 가능한 최소 허용 축소에 따라 푸에블로 델 솔 I단계의 공영주택 112세대를 

임대 지원 시범(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RAD) 프로그램으로, 공영주택 8세대를 비-

RAD 섹션 8 PBV 세대로 전환하도록 신청했습니다. HACLA 는 허용 가능한 최소 허용 

축소에 따라 푸에블로 델 솔 II단계의 공영주택 112세대를 RAD로, 공영주택 10세대를 비-

RAD 섹션 8 PBV 세대로 전환하도록 신청했습니다. 두 단계 모두에 대해, HACLA는 초기에 

비-RAD 섹션 8 PBV를 섹션 8 PBV 세대 자격이 되는 가족의 세액 공제 세대에 통합하려고 

합니다. 

 

RAD으로 전환된 각 건물은 RAD 사용 동의서의 적용 가능성 또는 시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다른 유치권보다 상위에 있는 RAD 사용 동의서를 따릅니다. 

재신디케이션에 따라, 각 건물은 추가로 55년 동안 적정 가격 제한을 부가하는 적용 가능한 

채권 및/또는 세액 공제 규제 합의서(Tax Credit Regulatory Agreements)를 체결합니다. 

 

재건의 범위에는 접근성 개선, 에너지 업그레이드, 건물 관리실 및 서비스 건물의 내부 

재단장, 건물의 내부와 외부, 공동 구역 개선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재건 작업은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건축 법규와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California Tax Credit Allocation Committee, "CTCAC")의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건물에 약간의 증축을 통해 추가 침실을 지을 것입니다. 증축은 

기존 총 바닥 면적의 0.3% 미만이 될 것입니다.  

 

외관 작업은 기존 금속 계단과 층계참의 도색, 지붕재 교체, 기존 쓰레기통 구역의 개선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신 캘리포니아 건축 법규에 따라 기존의 일부 주차 공간을 

향상 또는 개조하여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 주차 자리 



페이지 4/56  19/12/6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는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평가하고, 

프로그램 편성 및 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개선 사항을 파악할 것입니다. 

계획된 공사 작업의 범위에 따라 세대를 개조하는 동안 기존 프로젝트 가구가 임시로 

이사를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임시 외부 숙소가 필요한 경우, 가구는 주방이 있는 근처의 

호텔/모텔 또는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 내 아파트, 또는 인근의 임시 주택에 숙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주택은 현재 100% 입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내 주택에 

머물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작업의 범위가 확정되고 새 협력업체가 각 세대의 개선 

필요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개조 필요가 있는 특정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거주 한 채로 개조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직간접 비용에 대한 기금은 LIHTC 지분투자 4%, 건설 및 장기 융자를 위한 

면세부채권 할당, 판매자(HACLA) 환급 어음으로 조달할 것입니다. 영구자금조달은 RAD, 

비-RAD PBV, 세금 공제 임대료의 임대료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관련된 자금 출처와 자금 성격 때문에 1970 년 개정된 단일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 

정책법(Uniform Relocation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ies Act , "URA") 요건과 49 

CFR 의 제 24 부, HUD 안내서 1378, 캘리포니아 정부 법규 7260, 캘리포니아 규제법 

제 25편의 해당 이주 요건이 본 프로젝트의 이주 계획 및 실행에 적용됩니다. 다음 계획은 

새 협력업체가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II. 프로젝트 영역 설명 

A. 지역 위치 

 

프로젝트 현장은 로스앤젤레스 시 내에 있으며, 10번 주간 고속도로와 101 고속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스키드 로우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그림 1: 프로젝트 지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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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프로젝트 지역 위치 

 

B. 프로젝트 현장 위치 

 

프로젝트 현장은 377세대의 저소득 주택 공동체로 로스앤젤레스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 가(Gabriel Garcia Marquez Street)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현장은 101 고속도로와 북쪽 및 서쪽을 접하고, N. 미션 로드(Mission Road)와 

동쪽을, E. 1번가(1st Street)와 남쪽을 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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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프로젝트 현장의 조감도 

 

푸에블로 델 솔 I단계는 현재 201세대를 포함하는 총 36채의 건물과 관리소/임대 사무소 

한 채로 개선된 9.75 에이커의 현장입니다. 푸에블로 델 솔 II 단계는 현재 176 세대를 

포함하는 총 28채의 건물과 커뮤니티 건물 및 공원으로 개선된 7.749에이커의 현장입니다. 

기존의 세대 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PDS I               PDS II  

 

세대 규모 세대 수 

스튜디오 0 

침실 1 0 

침실 2 96 

침실 3 83 

침실 4 22 

총 201 

세대 규모 세대 수 

스튜디오 0 

침실 1 0 

침실 2 78 

침실 3 69 

침실 4 29 

총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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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세대는 개조를 통해 새 침실을 만들어야 하고 

다른 세대는 개조를 통해 더 작아질 수도 있지만, 개조 후 세대의 여러 침실 수 조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일반 인구 통계 및 주택 특성 

 

2010년 미국 인구 조사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구는 3,792,621명이고, 영향을 받은 

총 인구 조사 표준 지역 2060.32의 인구는 5,275명입니다(표 1 참조). 다양한 주택 상태에 

관한 해당 인구 조사 자료는 표 2와 같습니다. 

 

표 1: 2010년 인구 조사 – 로스앤젤레스 시 및 영향을 받은 지역 

인구 지역 2060.32 % 시 % 

총 인구 5,275 100.0% 3,792,621 100.0% 

백인 1,958 37.1% 1,888,158 49.8%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102 1.9% 365,118 9.6%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48 0.9% 28,215 0.7% 

아시아인 827 15.7% 426,959 11.3%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 

8 0.2% 5,577 0.1% 

기타 인종 2,101 39.8% 902,959 23.8% 

둘 또는 그 이상의 인종 231 4.4% 175,635 4.6%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모든 인종 

해당) 

4,235 80.3% 1,838,822 48.5% 

  출처: 미국 통계국, QT-PL. 인종,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연령: 2010 

 

표 2: 2010년 인구 조사 주택 세대 – 로스앤젤레스 시 및 영향을 받은 지역 

유형 지역 

2060.32 

% 시 % 

총 세대 1,726 100.0% 1,413,995 100.0% 

총 거주 세대 1,643 95.2% 1,318,168 93.2% 

자가 거주 198 12.1% 503,863 38.2% 

임대 거주 1,445 87.9% 814,305 61.8% 

빈 주택 83 4.8% 95,827 6.8% 

판매만 가능(총 빈 주택 중) 8 0.5% 10,930 0.8% 

임대만 가능 - 상시 거주(총 빈 주택 중) 44 2.5% 53,309 3.8% 

매매 또는 임대 완료-거주하지 않음 7 0.4% 5,038 0.4% 

기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예: 

계절, 여가, 이동, 가끔 이용) 

4 0.2% 7,540 0.5% 

기타 빈 집 20 1.2% 19,010 1.3% 

  출처: 미국 통계국, QT-H1. 일반 주택 특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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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영향을 받은 거주자 및 이주 필요 평가 

A. 조사 방법  

 

본 계획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2019년 8월에서 10월 사이 푸에블로 델 솔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과 HACLA 및 McCormack Baron Management(MBM)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얻었습니다. 거주자 조사는 가구 규모와 구성, 소득, 월 임대료 의무, 거주 

기간, 민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장애/건강 문제, 법적 체류 신분, 푸에블로 델 솔 

커뮤니티 및 건물 관리소에 대한 거주자의 태도와 커뮤니티에 남고 싶은지 또는 다른 

개발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다뤘습니다.  

 

본 계획에서 거주자에 관한 설명 자료는 거주자 면담을 통해 제공받은 구두 정보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와 연락을 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거주자 모임, 

직접 대면,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OPC 는 거주 가구 376 가구 중 85%인 

320가구를 면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 프로젝트 조사 자료  

 

2019 년 10 월 말 현재 376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 세대가 빈 집입니다. 공영주택 

세입자들은 현재 조정 후 총 가구 월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한편, 세금 

공제 세입자들은 매년 발행되는 세대표와 관련된 현재 확보된 임대료에 근거하여 고정 

세액 공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영주택에서 합법적 및 비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출생이 다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는 일반적으로 조정 후 월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합니다.)  
 

1.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 내 공영주택의 월 임대료는 세입자의 지불 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대 크기보다 가구의 소득에 근거하여 달라집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액 공제 세입자는 주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State Tax Credit Allocation 

Committee, CTCAC)에서 매년 조정하는 고정 세액 공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2.  거주 

 

면담한 프로젝트 가구는 1,125명으로 구성된 320가구로 이 중 852명이 성인이고 

273 명은 아동입니다. 면담을 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 규모에 관한 추가 정보는 

MBM이 제공했으며 총 프로젝트 인구는 1,319명입니다. 가구의 평균 규모는 세대당 

3.5명입니다. 가구 규모의 분포는 다음 페이지의 표 3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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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재 가구 규모  

가구에 있는 구성원 수  가구 수 % 

한 명 34 9 

두 명 84 22.3 

세 명 74 19.7 

네 명 89 23.7 

다섯 명 53 14.1 

여섯 명 26 6.9 

일곱 명 11 2.9 

여덟 명 4 1.1 

아홉 명 1 0.3 

 
3.  임시 주택 필요 

 

본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시 주택 필요는 필요한 임시 세대의 총 수와 침실 

크기에 따른 세대의 분포에 따라 정해집니다. 침실 크기에 따라 필요한 예상 세대 

수는 가구 규모에 대한 조사 자료를 프로젝트의 현재 거주 기준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규모 1-2 2-4 4-6 6-8 

세대당 침실 수 1 2 3 4 

 

프로젝트의 현재 거주 기준은 RAD 또는 비-RAD PBV에 따라 전환된 모든 공영주택 

세대에 적용됩니다. HACLA는 기존 프로젝트에 현재 거주 기준을 유지하도록 섹션 

8의 행정 계획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TCAC 규정은 거주 기준을 시행하지 않지만, 

침실당 2명을 수용해야 하는 세대 설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주 도우미가 승인을 받은 경우, HACLA는 먼저 위의 해당 도표에 따라 적절한 

가족(가족 세대 규모)당 침실 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HACLA 는 도우미가 섹션 8 

행정 계획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주 도우미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침실을 

승인합니다. 

 

또한, 새 협력업체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가구 구성원 또는 관리소에서 확인한 

대로 임시 이주 통지가 발행된 시점에 임대차 계약에 추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만 

이주 권리 및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최근 임대차 계약이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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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력업체의 계획된 재건 활동으로 세입자들은 현장 내 빈 세대로 임시 

이주하거나, 가구 대부분의 경우 대략 2-3 주 동안 현장 밖에 있는 주방이 있는 

호텔/모텔로 이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DA 업그레이드 및 규모 개조를 하는 

일부 소수의 가구는 약 2달 동안 현장 밖의 임시 주택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건설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구들은 단계적으로 임시 이주를 

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빈 세대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들은 가능한 프로젝트 현장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임시 숙소를 제공 받을 것입니다. 169가구는 호텔 방 하나가, 

166 가구는 호텔 방 두 개가, 그리고 41 가구는 호텔 방 세 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크기의 아파트는 침실 하나, 침실 두 개, 침실 세 개, 침실 네 

개짜리 규모의 주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충분한 수의 

호텔을 찾았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프로젝트 현장에서 7마일 이내에 주방이 있는 

호텔 또는 가구를 갖춘 아파트 7 곳을 확인했습니다. 1 박 요금 범위는 $78 에서 

$669이며, 4개 호텔이 ADA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수의 가구가 약 2개월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 현장 밖에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에 임시 거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탐색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 4:  임시 임대 주택 이용 가능성 및 비용 

침실 규모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확인된 주택 수 15 17 17 13 

임대료 범위 $1,495 - $1,700 $1,500 - $2,250 $1,209 - $2,800 $1,770 - $3,800 

임대료 중앙값 $1,522 $1,965 $2,400 $2,870 

 
모든 세입자는 현재 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을 계속해서 새 협력업체에 

지불하며, 새 협력업체가 현장 밖 임시 주택 및/또는 현장 내 숙소의 전체 주거 비용을 

지불합니다. 새 협력업체는 호텔 또는 현장 밖 임대주에게 임시 숙소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불합니다. 재건이 완료되면, 세입자는 프로젝트 내에 있는 자신의 원래 세대 

또는 비슷한 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장 내 임시 주택을 제공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새 협력업체가 케이블, 

인터넷, 전화 및 유틸리티를 빈 세대에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현장 내 빈 세대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나가면 전문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며, 세대에 열쇠가 필요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입자마다 출입 번호 조합을 변경하게 됩니다. 

 

새 협력업체는 자신의 세대를 비우고 호텔 또는 아파트에 임시로 머물러야 하는 

가구에게 인근 호텔/모텔에 임시로 머무는 대신 만약 세대를 비워야 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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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스스로 주택을 해결하는 경우, 새 협력업체가 확인한 

현장 밖 임시 주택 비용의 50%를 경비로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임시 주택/현장 내 숙소는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이동의 어려움과 

관련한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하는지 점검 받을 것입니다. 새 협력업체는 거주자가 

이주를 하기 전에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택이 사용 가능지 않다면 임시로 

세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새 협력업체는 세입자가 프로젝트 세대를 1 년 이상 

벗어나 있어야 하는 경우 이전에 지급된 임시 이주 혜택의 삭감 없이 URA 와 주 

규정에 따라 영구 이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현재 침실 수와 거주자 수를 엄밀하게 비교할 때, 일부 가구는 현재 더 좁은 곳에 

거주하고, 일부 가구는 더 넓은 곳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는 더 좁은 곳 또는 

더 넓은 곳에 거주했더라도 전환 및/또는 재건 후에 프로젝트 세대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비자발적인 이주는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규모의 세대로 이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세대로 이사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 거주자는 적절한 

규모의 세대가 나오면 이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더 좁거나 넓은 규모의 세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4.  소득 

 

면담을 한 가구는 구두로 소득 정보를 제공했으며, 건물 관리소(MBM)에서는 

관리자 둘을 제외하고 면담을 하지 않은 가구에 관한 추가 소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9 년 4 월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발표한 가족 규모에 맞게 조정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소득 

기준(첨부 1)에 따른 프로젝트 가구 소득이 다음의 표 5에 나와있습니다. 

 

표 5: 가구 소득 

소득 수준  

극심하게 낮음 

(30% 또는 

AMI 이하) 

매우 낮음 

(31% - 50% 

AMI) 

낮음 

(51% - 80% 

AMI) 

차상위 

(80% AMI 

이상) 

가구 수 145 96 79 54 

 

소득 초과 가족도 원래 세대로 돌아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는 새 협력업체가 가구 

소득에 맞는 프로젝트 내 세대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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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족성/언어 

 

면담한 가구의 보고, 면담을 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세입자와의 연락 및/또는 

MBM 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민족성 및 선호 언어는 아래 표 6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6: 민족성 및 언어 

민족성  백인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라틴계 아시아인 

세대주 2 1 302 70 

선호 언어 영어 스페인어 기타  

가구 수 61 142 47  

 

"기타" 언어로는 한국어,캄보디아어, 중국어(광둥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필요한 통지 및 지원은 가구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거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6.  고령자/장애인 가구 

 

103가구가 고령자 가구(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며, 105가구가 임시 이주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및/또는 심리적으로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편의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임시 주택으로 가는 교통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조율과 관련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가구의 특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관련한 모든 

경우, 긴밀하게 개별 사례를 관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7.  애완동물 

 

면담 및 MBM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 고양이, 물고기, 그리고 거북이, 햄스터, 

새를 포함한 기타 작은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M은 

6가구에 대해 승인된 도우미/반려 동물을 확인했습니다.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임시 

숙소를 확인하거나 또는 승인된 애완동물에 대한 숙박 비용을 새 협력업체가 지불할 

것입니다. 

 

 

V. 이주 프로그램 

 

다음 항목은 재건 노력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모든 가구는 이주 과정, 이용 가능한 

지원, 거주자 이주와 관련한 기간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가구는 2019년 7월 

10일 일반 정보 통지 및 RAD 정보 통지(첨부 2)를 제공 받고,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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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같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열리는 단체 거주자 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와 세 차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HACLA는 2019년 7월 19일 첫 거주자 회의를 

열고, 두 째 회의는 8월 12일에 그리고 8월 13일에 각각 공영주택 및 세액 공제 거주자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HACLA는 세입자 변경사항을 계속 추적하며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시행할 때 신규 세입자 가구에 일반 정보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푸에블로 델 솔에서 현재 임대차 계약 중 "양호한 상태"에 있는 모든 거주자, 즉 이유가 

있어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서 퇴거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며, 가구에 속한 각 

개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주자는 재건 활동이 완료된 후 프로젝트 

세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 협력업체는 이주 컨설턴트를 통해 초기 요약 보고부터 

재거주 기간에 이르기까지 임시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주 컨설턴트가 예정된 이주에 앞서 각 가구에 배정되고,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각 가구와 협력할 것입니다.  

 

양호한 상태의 모든 거주자는 재건 활동 기간 동안 현장 밖 임시 이주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개조된 자신의 세대 또는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 세대로 영구 이주할 수 있기 때문에 

HACLA는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거주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는 임시 이주 과정 중에 수행될 것입니다.  

 

A. 이주 직원   

 

본 이주 계획의 실행은 새 협력업체가 확인한 이주 컨설턴트 또는 기타 개인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주 컨설턴트는 거주자의 주된 연락책이 될 것입니다. 컨설턴트는 필요한 모든 

이주 통지를 준비 및 배포하며, 임시로 이주하는 가구의 원래 목록을 유지하고, 기록 보관 

체계를 세우고 유지하며, 임시 숙소를 파악하고, 필요한 기간 내에 가구의 임시 이주를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이주 자문업 

 

이주 컨설턴트는 모든 가구와 만나 임시 이주 계획/필요를 확인하고 임시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주 컨설턴트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짐을 싸는 시기에 거주자를 확인하며 임시로 이사를 나가는 날짜에 맞게 이주할 

준비를 시킵니다. 

 거주 조건에 적합하고, 현재 세대와 비슷한 편의시설을 지니며 HACLA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임시 세대를 파악합니다.  

 각 세대주와 이주 정보 세션을 실시하고, 새 협력업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책임과 선택을 서술한 양해각서를 각 가구에 설명하고 시행하며, 이주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시 이주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가구의 간병인, 식사 배달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와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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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임시 숙소로 이사하고, 개조가 끝난 후에는 영구 주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든 아니든, 모든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는 데 거주자를 돕습니다. 

 

C. 이주 지원 – 임시 이주 

 

새 협력업체가 모든 임시 주택 및 이사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임시 

이주와 관련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현금 지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새 협력업체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호텔 방이나 아파트를 확보하고 호텔이나 임대주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 및 보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삿짐 회사에 직접 지불할 것입니다. 새 

협력업체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이주와 관련한 세입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완전한 대체 

가치 보험을 구매할 것입니다. 

 

새 협력업체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세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를 

위해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대 준비에는 부엌, 수납장, 욕실에서 모든 개인 

재산을 치우고/포장하고 페인트를 칠할 수 있도록 가구를 옮기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 협력업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짐을 싸고/푸는 서비스와 세입자가 요청한 대로 

전자제품, 예술품, 가구 및 기타 항목을 분해/조립, 분리/연결 또는 해제하고 고정하는 

서비스에 직접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개조 기간 동안 세대에서 옮겨야 하는 개인 재산은 일시적으로 현장 밖에 있어야 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문 이사업체가 안전하게 보관소로 옮길 것입니다. 현장 내 빈 세대에 

거주할 세입자의 개인 재산 및 가구는 세입자가 임시 세대에 머무는 동안 전문 이사업체가 

옮길 것이며, 이후 다시 영구 세대로 옮길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애완동물 숙박비, 교통, 음식 부패 등과 같은 임시 이주와 관련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현금 지출 비용은 새 협력업체가 서비스 업체 또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불할 것입니다. 모든 추가 이주 혜택은 연방 지침 및 관련 HACLA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HACLA 의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청구서 양식과 문서를 

제출하면 자격이 있는 이주 거주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 

협력업체가 예상되는 임시 이사 관련 비용을 업체에 직접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주 비용을 요청하는 일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임시 이주와 관련된 어떠한 현금 

지출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D. 복귀 권리 

 

양호한 상태에 있는 모든 세입자는 "복귀 권리"가 있으며 개조된 프로젝트 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푸에블로 델 솔 거주자는 푸에블로 델 솔 프로젝트 내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RAD 또는 비-RAD PBV 로 전환되는 세대의 가정은 개조 후 

1년간 푸에블로 델 솔에 거주한 후 세입자 기반 섹션 8 바우처를 받거나 거주자가 선택한 

커뮤니티에서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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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정의 

 

• 법률 - 1937년 개정된 미국 주택법(42 U.S.C. 1401 하 참조) 

• 당국 / HACLA -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 

• CRAL - 캘리포니아 정규 법규 섹션 7260 이하 참조, 캘리포니아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 

지침 제15편, CCR, 섹션 6000 이하 참조, 지침 및 총괄적인 캘리포니아 이주 법률 

• 개발 파트너 - 푸에블로 델 솔 프로젝트를 위해 선발된 개발 팀 

• 적격 거주자 - 협상 개시(Initiations of Negotiations, ION) 당시 프로젝트의 모든 거주자로서 

푸에블로 델 솔 주택 커뮤니티에서 불법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에 있는 

세입자 

• HUD -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부적격 거주자 - 불법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이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ION 날짜 - RAD 프로젝트에 관한 협상 개시는 RAD 전환 약속(RAD Conversion 

Commitment, RCC)을 발행한 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따른 협상 개시일은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구매 합의 선택을 한 날입니다. 

• PBV -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주택 보조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 계약에 따라 

RAD 전환 후 부동산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형태 

• HCV -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s) 

• 프로그램 - 푸에블로 델 솔 개발 구역을 재건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의 주택국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 공영주택 - HUD 및 HACLA 사이의 연간 기부 계약(Annual Contributions Contract, ACC)이 

적용되는 1937년 주택법 섹션 9에 따라 개발된 주택 

• 푸에블로 델 솔 - 현재 Aliso Village Housing Partners, LP 및 Aliso Village II Housing Partners, 

LP("구 협력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McCormack Baron Management 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HACLA")은 구 협력업체로부터 푸에블로 델 솔을 인수하며 I단계의 기존 개선 상태를 

Pueblo del Sol I Housing Partners, LP 에게, II 단계의 기존 개선 상태를 Pueblo del Sol II 

Housing Partners, LP("새 협력업체")에 매각합니다.  새 협력업체는 HACLA 계열사와 

캘리포니아의 관련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관리는 McCormack Baron 

Management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RAD - 임대 지원 시범 프로그램(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Program), PIH RAD 통지 

개정 4(H 2019-09 PIH 2019-23) (2019년 9월 5일 발표)(또한 FR 통지 5630-N- 05, 78 FR 39759- 

39753 2013년 7월 2일), RAD 공정 주택, 시민권, 이주 통지(주택/PIH 통지 2016 -17)를 

시행한 2012년 통합 및 지속적 세출법(Consolidated and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of 

2012)(공법 112-55, 2011년 11월 18일 승인) 

• 재건 - 개발 지역의 장기 실행 가능성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건물의 물리적 개선 작업을 

위한 공사 프로그램으로,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이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주 컨설턴트 - 새 협력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부동산의 재건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임무에는 각 거주자를 임시로 이주시키고, 모든 임시 이주 활동을 감찰 및 

조율하고, 해당 이주 규정, 지침,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는 임시 이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https://www.hud.gov/sites/dfiles/Housing/documents/H-2019-09-PIH-2019-23_RAD_Notice%20Rev4_20190905.pdf
https://www.hud.gov/sites/dfiles/Housing/documents/H-2019-09-PIH-2019-23_RAD_Notice%20Rev4_201909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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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기간 - 각 건물 및 세대의 구체적인 재건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기간 

• 이주 계획 - 이주 요원, HACLA 직원, 새 협력업체가 이주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활용하는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의 위원회가 채택한 문서 

• 복귀 권리 - 이주를 한(임시 이주를 통해) 적격 거주자가 재건이 완료된 후 RAD에 따라 

전환된 건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 임시 이주 - 거주자가 건물로 돌아갈 권리를 보유하는 

12개월 미만의 이주 

• 임시 이주 지원 – 임시 이주에 관한 URA 및 CRAL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이주 지원 및 보조금 

• 불법 거주 - 불법 거주는 (1) 관할 법원에서 이사 명령을 받은 사람의 거주, (2)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HACLA가 합법적으로 해당인의 임차권을 종료했으며 세입자는 해당 구역을 

비웠고, 임차권 종료가 이주 지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경우, (3)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없거나 임시 이주 통지가 발행된 시점에 임대차 계약에 

추가되도록 승인을 받은 사람의 거주입니다. 

• URA - 1970년 개정된 단일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 정책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s Policies Act), 49CFR 제24부의 법령 및 시행 규정 
 

 

VII. 이주 일정 

이주 일정은 재건 프로젝트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거주자에게 주는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모든 가구는 단계적 계획에서 언제 자신의 세대가 개조될지 일정이 

정해지면 수시로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I단계의 경우, 공사는 2020년 6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첫 번째 세대의 임시 

이사도 시작될 것입니다. 임시 이사에 관한 30일 통지를 발행하는 가장 이른 날짜는 대략 

2020년 5월 초가 될 것입니다. 공사는 2021년 7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단계의 경우, 공사는 2020년 12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첫 번째 세대의 이사도 

시작될 것입니다. 임시 이사에 관한 30일 통지를 발행하는 가장 이른 날짜는 대략 2020년 

11월 초가 될 것입니다. 공사는 2021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프로젝트 가구는 최소한 30일 전에 임시 이사 서면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VIII. 이주 서비스 

 

각 해당 단계의 건물 재건을 시행하기 앞서 모든 가구는 이주 컨설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가구의 필요와 선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일대일 면담 실시 

 특수 필요, 적절한 편의시설 문제, 요청을 확인하고 대응 

 가구의 필요를 충족하며 이사 들어갈 수 있는 임시 세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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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상태의 임시 주거지 보장 

 임시 이주 동안 가구의 모든 용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보관소 

조율 

 이사가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 일정을 정하고 이사업체와 

긴밀하게 협력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관련 이주 통지를 전달하고, 

가구의 이주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유지 

 임시 이주로 인한 사회 복지 관련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 제공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된 모든 사람을 파악하여 사례별로 번역 서비스 

제공  

 

IX. 프로그램 보장 및 기준 

 

모든 프로젝트 가구를 임시 이주시킬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합니다. 모든 임의적 또는 불법적 

차별은 물론이고 연방 공정 주택 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64년 민권법 제 6편(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68년 민권법 제 8편(Title VI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8), 캘리포니아 

평등 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 Fair Employment & Housing Act), 언러 법(Unruh Act)에 의해 

보호받는 대로 모든 가구가 인종, 국적,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장애 등에 따라 다른 또는 별도의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이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A. 이주 세금 결과 

 

일반적으로, 1968 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또는 개인 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Law), 수입 및 조세법 파트 10(Part 10 of the Revenue and Taxation Code)에 

따라 이주 보조금은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금 결과에 관한 진술은 

HACLA, 개발업자 또는 OPC 가 의도하는 세금 자문 조항이 아닙니다. HACLA, 

개발업자, OPC 는 세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없으며, 거주자는 이주 

보조금의 세금 결과에 대해 본인의 세무사와 상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B. 고충 처리 절차 

 

HACLA 의 항소 절차는 주 이주 지침(부록 A)의 제 5 조 항목과 일치할 것입니다. 

거주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이주 설명 자료에 적격성, 임시 편의시설, 제공되는 지원 및 

보상 수준에 항의할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HACLA 의 고충 처리 절차는 첨부 3 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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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퇴거 정책 

 

퇴거로 인해 이사하는 사람의 이주 지원권 또는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퇴거 조치를 

둘러싼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주 기록을 문서화할 것입니다. 

 

계약 종료의 이유가 임대차 계약서(Tenant Lease Agreement) 섹션 23.A.(부록 D 에 

첨부)를 충족할 경우 거주자 퇴거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임시 거주지에 대한 

합리적인 수의 제안 중 하나를 거절 및/또는 MBM의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州) 또는 지방 법률 요건이나 위급상황에 근거하여 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D. 이민 신분 상태 

 

연방법(PL105-117)은 단일 법(Uniform Act)에 따라 부적격 상태가 외국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모든 외국인에게 이주 지원 

혜택을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은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심각하고 입증 가능하며 가족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인 

영향, 새 협력업체가 알아 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미치는 그 외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의됩니다.   

 

이주 지원 및 보조금을 추적하고 해명하기 위하여, 이주 직원은 18세 이상의 이주 대상 

거주자에게 본인의 법적 신분에 대한 증명과 가구 내 미성년 자녀를 증명하도록 이민 

신분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협력업체는 비연방 기금으로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가구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 RAD 세대에 관한 공영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RAD 전환 약속(RAD Conversion Commitment, RCC)을 수령한 후, 새 협력업체는 각 

공영주택 세입자에게 HACLA의 공영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 30일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영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은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임대 지원 시범(RAD)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HUD는 공영주택에서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로 귀하의 부동산을 전환하기 위해 RAD 

전환 약속(RCC)을 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주택 거주 임대차 계약은 본 

통지로부터 30일 이후에 종료됩니다." 공영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새 

협력업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모든 세입자는 RAD 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달 1일부터 새 임대차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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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새 임대차 계약 이행 

 

모든 세입자는 개조된 세대로 돌아가기 전에 해당 세대와 관련된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부칙과 추가 사항이 포함된 새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G. 임시 이주 기간 동안의 임대차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 또는 임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 및 이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주 법 또는 연방 규정에 의거한 통지 요건에 따라 임시 이주 

기간 동안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H. 기록 관리 

 

HACLA는 이주 프로그램 시행 전에 발행된 모든 일반 정보 통지의 보관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주 컨설턴트는 거주자 임시 이주 과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에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 및 문서는 모든 CRAL, URA, RAD 요건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되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청구서 지급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통지 및 

청구서 양식을 포함해야 하며, (1) 해당 세입자에게 모든 지급을 발행한 날, (2) 프로젝트 

완료일, (3) 소송, 협상, 감사 또는 기타 조치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날 이후로 최소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X. 요약 

 

새 협력업체는 건물과 임대 세대의 상당한 재건을 통해 15년 된 푸에블로 델 솔 개발 구역을 

재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RAD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하여 

공영주택을 섹션 8 PBV 세액 공제 주택 개발 구역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거주자는 임시로 현장 또는 현장 밖의 숙소로 이주하고, 이후 영구 개조된 세대 또는 현장의 

비슷한 세대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지원, 임시 주택 및 자문 서비스는 모두 

프로젝트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새 협력업체의 정책은 복귀 권리, 재심사를 받지 않음, 임시 이주 지원, 임시 주택과 관련한 

거주자의 선택을 포함합니다. 
 

모든 이주 통지 및 이주 활동은 RAD 프로그램 및 URA 요건에 따라 수행될 것입니다. 본 

문서에 기술된 이주 프로그램 및 계획을 통해 프로젝트 거주자에게 이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격을 갖춘 이주 컨설턴트를 고용할 것입니다.  
 

임시 주택, 이사 지원, 포장/풀기 서비스, 보관소, 교통, 애완동물 숙박, 잡비, 컨설턴트 

서비스 및 긴급 비용 10%를 포함하여 376세대의 프로젝트 가구를 일시적으로 이주시키는 

예상 비용은 $5,743,000입니다.   



페이지 20/56  19/12/6 

첨부 1 

 

HUD 소득 한도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다음 수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적격성을 정의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하도록 미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승인한 것입니다.  

 

 

수치는 2019년 4월에 업데이트된 주택 도시 개발부(캘리포니아)의 자료를 따른 것입니다. 

지역 중간 소득: $73,100  

가족 규모 극심하게 낮음 매우 낮음 낮음 

1명 21,950  36,550 58,450 

2명 25,050 41,800 66,800 

3명 28,200 47,000 75,150 

4명 31,300 52,200 83,500 

5명 33,850 56,400 90,200 

6명 36,350 60,600 96,900 

7명 39,010 64,750 103,550 

8명 43,430 68,950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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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일반 정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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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겸 CEO 

DOUGLAS GUTHRIE 

 
 

2019, _____________ 

 

일반 정보 통지(GIN) 

비이주 통지 

및 

RAD 거주자 정보 통지(RIN) 

 

수신자 이름 

친애하는 거주자 이름 님,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HACLA")은 현재 

귀하가 푸에블로 델 솔에 거주하는 건물을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임대 지원 시범(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RAD)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의 주거지는 RAD 프로그램에 따라 재건될 것입니다.  HUD가 RAD 

전환을 승인할 경우, 공영주택은 RAD 섹션 8 또는 일반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Project 

Based Voucher, PBV) 세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HACLA는 또한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되는 

모든 세대와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주택 보조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세대가 약간의 재건을 거치며, 일시적으로 세대에서 이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CLA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주자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적어도 첫 번째 거주자 회의-가능하면 예정된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입력] 

 

본 통지는 이사 통지가 아닙니다. 

 

본 통지는 RAD 프로그램과 연방 및 주법에 따른 귀하의 잠재적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통지는 건물을 비우라거나 이주 지원의 자격을 알려 주는 통지가 아닙니다.   

 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고용 기회 균등   -   소수 집단 우대 정책 고용주 

 2600 Wilshire Boulevard  •  Los Angeles, California 90057  •  (213) 252-2500 

                    TTY (213) 25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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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재건되는 동안 일시적으로(12개월 미만) 이주를 해야 한다면, 임시로 이주할 날짜에 

대해 최소한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에서는 임시로 이주해 있는 

기간을 알려 줘야 하며, 개정된 단일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 정책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Property Acquisition Policies Act, "URA"), 캘리포니아 이주 지원법(California 

Relocation Assistance Law, "CRAL")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는 이주 지원 및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주택 세대 - 귀하의 세대가 개조되는 기간 동안 임시 주택 세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사 지원 - 포장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포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이사업체는 필요한 모든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관소 - 소지품을 임시 주택 세대로 옮길 필요가 없는 경우, 임시 이주 기간 동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의 보관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RAD에 참여하는 건물 거주자로서, 건물이 재건되면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재건이 완료되면 그 건물의 세대를 임대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이주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갈 곳이 없어지면(이주 기간이 12 개월 이상), URA 및 

CRL에 따라 지원 및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주 보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의 지원 자격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주 지원 자격과 관련한 결정에 항소할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주 통지를 받기 전에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임대차 계약 준수 요건은 모든 임시 이주 중에도 적용됩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리소에게 연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계속 준수하며,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HUD 가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귀하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계획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Inkye Yu (323) 981-0700. 

 

본 서신은 귀하의 기록으로 장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ina Smith-Booth 
 

Tina Smith-Booth 

자산 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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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인정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HACLA 대리인에게 연락을 받았고 본 통지서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수신자: 전달일/전달자: 

수신자 서명: 게시 장소/게시자: 

날짜: 발송일/영수증 수령: 

 

첨부:  

1. 건물에 대한 현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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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건물에 대한 현재 계획 
 

 
푸에블로 델 솔 아파트로 알려진 적정 가격의 377세대 주택 커뮤니티를 취득 및 재건.  Aliso 

Village I 단계는 현재 201 세대가 입주한 36 개 동 건물로 개선된 

9.75에이커(424,542제곱피트) 부지입니다. Aliso Village II단계는 현재 176세대가 입주한 

28개 동 건물로 개선된 7.749에이커(337,553제곱피트) 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건물 

관리소와 커뮤니티 서비스 건물이 포함됩니다.  재건의 범위에는 접근성 개선, 에너지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건물 개조 및 건물의 내부, 외부, 공동 구역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푸에블로 델 솔의 저소득층 거주자에게 계속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알리소 빌리지 아파트의 재건을 위해 제시된 작업의 범위는 대부분 미관을 위한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재건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범위에는 접근성 개선, 에너지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건물의 가벼운 개조 및 건물의 외부, 공동 구역의 개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주용 세대의 내부와 관련하여, 개조는 구식 가전제품과 설비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과 설비로 교체, 주방 및 화장실의 수납장과 작업대를 재정비, 바닥 교체, 낡은 창문 

블라인드와 덮개 교체, 석고 보드와 내부 페인트 수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외부 개조는 지붕 교체, 구식 조명 설비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조명 설비로 교체, 

차고 문과 부속품 교체, 건물 외관과 펜스 수리 및 페인트, 덱 교체, 출입통제 및 카메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 구역의 외부, 건물 관리소,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건물의 재건은 구식 설비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설비로 교체, 주차 구역, 주차장, 야외 지면 재포장, 야외 및 실내 가구 

교체, 실내 및 수영장 바닥 교체, 필요에 따라 실내 및 수영장 온수기 교체, 내부 벽 마감 교체 

및 페인트, 체육관 및 수영장 장비 교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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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겸 CEO 

DOUGLAS GUTHRIE 

 

임대 지원 시범 프로그램(RAD) 

거주자 정보 통지(RIN) 

 

 [날짜] 

친애하는 [거주자 이름] 님, 

푸에블로 델 솔을 공영주택 프로그램에서 임대 지원 시범 프로그램(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Program, “RAD”)에 따른 섹션 8 임대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HACLA")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거주자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회의 정보: 

[적어도 첫 번째 거주자 회의-가능하면 예정된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입력] 

RAD는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운영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RAD 에 따르면, HUD 는 

건물에 제공하는 임대 지원 방법을 공영주택에서 장기 섹션 8 지원 계약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섹션 8 프로그램은 현재나 미래에 그 건물을 수리 및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본 서신은 RAD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기술하고 

RAD 전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RAD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귀하는 계속 임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 

본 서신은 건물에 대한 현재 계획을 설명한 "첨부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RAD 프로그램과 현재 아이디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HUD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로그램에 수락되면, 계획에 대해 한 번 이상의 

추가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귀하는 프로젝트 계획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들을 

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고용 기회 균등   -   소수 집단 우대 정책 고용주 

 2600 Wilshire Boulevard  •  Los Angeles, California 90057  •  (213) 252-2500 

                    TTY (213) 25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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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계획의 중요한 특성이 변경된 경우 귀하에게 추가 회의 

요청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RAD 계획에 관해 더 잘 

알기 위해서 거주자 단체를 조직하고 형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지원에 관한 권리 

RAD 참여 결정은 귀하의 임대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는 

새로운 자격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HUD 요건을 충족하고 건물이 섹션 8 

주택 보조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 계약을 따르게 되는 경우, 

귀하는 임대차 계약 요건을 준수하는 한 지속적으로 임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영주택에서 섹션 8로 전환해도 임대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료 계산이 바뀌는 드문 경우(대부분 "상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복귀 권리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지원 받는 주택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며 공사 후 집이 현재 집과 다른 

세대일 수 있습니다.  계획으로 인해 다른 현장으로 임대 지원이 이관되는 경우 

임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현재 

주택에서 적당한 거리에 내에 있는 경우), 여전히 지원 받는 세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RAD 섹션 8 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계획이 귀하의 복귀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믿는 경우, 계획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RAD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우리는 누구든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 지원에 관한 권리 

경우에 따라서 수리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귀하는 임시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AD 전환에 관한 초기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귀하는 지금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 요청을 하는 경우, 귀하는 RAD 규칙에 따라 모든 경우에 이사와 

관련한 사전 서면 통지 및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 이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특정 이주 보호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문 서비스, 

이사 지원,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통 "단일 이주 법"이라고 하는 연방 단일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법(Federal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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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Act)과 같은 연방법에 따라서 추가적 권리를 갖습니다.  단일 이주 법이 

적용되면, 우리는 "GIN"이라고도 하는 "일반 정보 통지(General Information 

Notice)"를 제공해야 합니다.  확실히 단일 이주 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본 

서신에 GIN을 동봉했습니다.  GIN은 귀하의 권리를 기술하지만,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귀하는 가족의 필요와 개인적 목표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AD 활동으로 이주가 필요한데, 우리의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 귀하는 이주 보조금 및 지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주 권한을 지키려면, 이주 통보 및 이사 지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RAD 전환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이주는 공정 주택 및 시민권 요건에 맞게 

시행되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적절한 편의시설이 필요하거나, RAD 전환에 

관한 기타 질문이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Inkye Yu 에게 (323) 981-

0700으로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내린 결정에 항소를 하거나 귀하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경우, 지역 PIH 현장 사무소의 Dan Wilkerson에게 

(213) 534-2558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매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RAD 전환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거주자 회의를 열고, 계획이 진행되며 

생기는 중요한 변화를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귀하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하도 필요한 수리와 관련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 건물에 필요한 작업을 파악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본 서신이 귀하의 권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RAD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목록도 서신에 

첨부합니다.  거주자 회의에 오셔서 RAD 전환이 귀하의 집과 귀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Tina Smith-Booth 
Tina Smith-Booth 

자산 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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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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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RAD 전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RAD 전환이 주택 지원에 영향을 줄까요? 

RAD 전환의 결과로 주택 지원을 상실하지 않으며, 적격성 재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입에 관계없이 계속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HA는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연간 

및 중간 재검토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귀하의 임대차 

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RAD 전환에서 귀하의 주택 지원은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Project Based 

Voucher, PBV)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원(Project Based Rental 

Assistance, PBRA) 프로그램에 따른 공영주택 지원에서 섹션 8 주택 지원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PHA는 주택을 PBV로 변환할지 또는 PBRA로 변환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RAD 전환이 임대료에 영향을 주나요? 

대부분의 거주자는 RAD 전환으로 인해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주택에 균일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료가 10% 이상 변동되며 추가 임대료로 매달 

$25 이상 내야 한다면, 새 임대료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이 10% 미만이거나 매달 $25 미만을 내야 한다면, 임대료 변경은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RAD 계획 단계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RAD에 참여하기 전에 HUD는 PHA에게 다음 요구를 합니다. 

 건물 내 모든 거주자에게 RAD 계획에 대해 통지 

 거주자와 최소 두(2) 번의 회의 실시 

이 회의는 PHA와 제안된 전환 계획을 논의하고, 질문을 하며, 걱정을 표하고,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회의는 또한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 PHA 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PHA는 건물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PHA는 HUD가 RAD 전환을 승인하기 전에 건물 내 모든 거주민과 한 번 이상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 추가 회의는 PHA가 귀하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알려 주고 PHA 의 RAD 전환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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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주자 회의 외에 거주자 자문 위원회(Resident Advisory Board, RAB)도 

PHA와 협의를 하고 PHA 계획 공청회 과정 동안 PHA의 RAD 전환 계획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참가하기 위해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PHA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PHA는 또한 자료를 이해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제안된 RAD 전환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언어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적 지원은 PHA 의 서면 자료를 번역하고, 

회의에서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집이나 건물이 재건되는 경우 이사를 가야 하나요? 

거주지에 계획된 수리가 경미하다면, 개조가 진행되는 동안 집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지에 계획된 수리 범위가 넓다면, 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중 이사를 가야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후에 RAD 지원 세대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단일 이주 법(Uniform Relocation Act)에 따라 

"이주민"으로서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일 이주 법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 영구 이주 지원과 RAD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 임시 

이전 지원(복귀 권리 포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선택으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PHA는 귀하와 협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RAD 로 전환할 때, 새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것입니다.  행동에 근거하여 

퇴거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새 임대차 계약은 계속 갱신될 것입니다.  PBV와 

PBRA 프로그램 모두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끝내려는 임대주는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하고, 공영주택에서 임차인이 가졌던 수준의 고충 처리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주 및 지방 퇴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RAD가 개발 중인 주택의 거주자로서 권리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RAD는 비공식 공청회를 요청하고 적시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하는 것과 같이 

공영주택에서 유효한 다수의 거주자 권리를 유지합니다.  또한 귀하는 거주자 

조직을 형성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자 조직은 매년 세대당 최대 $25 를 

받습니다.   

RAD가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혀 주나요? 

대부분의 경우, RAD "이동 선택권"을 통해 어디에 살지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RAD 건물에서 1년 동안 거주한 후 PBV에 살 

때, 그리고 RAD 건물에서 2 년 동안 거주한 후 PBRA 에 살 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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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전환 후 RAD 건물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산 후,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HCV)를 요청할 수 있으며, HCV를 사용할 수 

있다면 HCV 대기 목록에서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경제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영주택 가족-경제 자립 프로그램(Family-Self-Sufficiency Program, PHFSS)은 

거주자를 서비스에 연결해 주며 최저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소득)을 구하고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현재 FSS 

프로그램 참여자라면 RAD 전환 이후에도 FS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 개발 지역이 PBV로 전환된 경우, PHA에게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FSS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공영주택 FSS에서 주택 

선택 바우처 FSS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공영주택과 주택 선택 

바우처 FSS 프로그램의 규칙은 매우 비슷합니다.   

주거 개발 지역이 PBRA로 전환된 경우, 현재 참여 계약이 끝날 때까지 FSS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FSS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기회 및 경제 자립 서비스 조율자 프로그램(Resident Opportunities and 

Self Sufficiency-Service Coordinators Program, ROSS-SC)은 공영주택 

거주자에게 지원 서비스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연결해 주는 조율자를 

제공합니다.   

현재 ROSS-SC에 참여하고 있다면, 프로그램 자금이 다 사용될 때까지 ROSS-

SC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조 기금이 사용되면, PHA는 RAD 

주거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 정보는 RAD 웹사이트 www.hud.gov/rad를 참조하세요. 

 

 
  

http://www.hud.gov/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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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통지(GIN) 

비이주 통지 

 

수신자 이름 

친애하는 거주자 이름 님,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HACLA")은 현재 

귀하가 푸에블로 델 솔에 거주하는 건물을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임대 지원 시범(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RAD)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의 주거지는 RAD 프로그램에 따라 재건될 것입니다.  HUD가 RAD 

전환을 승인할 경우, 공영주택은 RAD 섹션 8 또는 일반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Project 

Based Voucher, PBV) 세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HACLA는 또한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되는 

모든 세대와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주택 보조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세대가 약간의 재건을 거치며, 일시적으로 세대에서 이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CLA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주자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적어도 첫 번째 거주자 회의-예정된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입력] 

 

본 통지는 이사 통지가 아닙니다. 

 

본 통지는 RAD 프로그램과 연방 및 주법에 따른 귀하의 잠재적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통지는 건물을 비우라거나 이주 지원의 자격을 알려 주는 통지가 아닙니다.   

 

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고용 기회 균등   -   소수 집단 우대 정책 고용주 

 2600 Wilshire Boulevard  •  Los Angeles, California 90057  •  (213) 252-2500 

                    TTY (213) 25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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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재건되는 동안 일시적으로(12개월 미만) 이주를 해야 한다면, 임시로 이주할 날짜에 

대해 최소한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에서는 임시로 이주해 있는 

기간을 알려 줘야 하며, 개정된 단일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 정책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Property Acquisition Policies Act, "URA"), 캘리포니아 이주 지원법(California 

Relocation Assistance Law, "CRAL")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는 이주 지원 및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주택 세대 - 귀하의 세대가 개조되는 기간 동안 임시 주택 세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사 지원 - 포장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포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이사업체는 필요한 모든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관소 - 소지품을 임시 주택 세대로 옮길 필요가 없는 경우, 임시 이주 기간 동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의 보관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RAD에 참여하는 건물 거주자로서, 건물이 재건되면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재건이 완료되면 그 건물의 세대를 임대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이주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갈 곳이 없어지면(이주 기간이 12 개월 이상), URA 및 

CRL에 따라 지원 및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주 보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의 지원 자격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주 지원 자격과 관련한 결정에 항소할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주 통지를 받기 전에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임대차 계약 준수 요건은 모든 임시 이주 중에도 적용됩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리소에게 연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계속 준수하며,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HUD 가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귀하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계획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Inkye Yu (323) 981-0700. 

 

 

본 서신은 귀하의 기록으로 장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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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a Smith-Booth 
 

Tina Smith-Booth 

자산 관리 책임자 

 

 

 

 

 

 

 

세입자 승인 

 

본인은 개인적으로 HACLA 대리인에게 연락을 받았고 본 통지서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수신자: 전달일/전달자: 

수신자 서명: 게시 장소/게시자: 

날짜: 발송일/영수증 수령: 

 

 

첨부:  

1. 건물에 대한 현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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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건물에 대한 현재 계획 
 

 
푸에블로 델 솔 아파트로 알려진 적정 가격의 377세대 주택 커뮤니티를 취득 및 재건.  Aliso 

Village I 단계는 현재 201 세대가 입주한 36 개 동 건물로 개선된 

9.75에이커(424,542제곱피트) 부지입니다. Aliso Village II단계는 현재 176세대가 입주한 

28개 동 건물로 개선된 7.749에이커(337,553제곱피트) 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건물 

관리소와 커뮤니티 서비스 건물이 포함됩니다.  재건의 범위에는 접근성 개선, 에너지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건물 개조 및 건물의 내부, 외부, 공동 구역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푸에블로 델 솔의 저소득층 거주자에게 계속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알리소 빌리지 아파트의 재건을 위해 제시된 작업의 범위는 대부분 미관을 위한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재건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범위에는 접근성 개선, 에너지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건물의 가벼운 개조 및 건물의 외부, 공동 구역의 개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주용 세대의 내부와 관련하여, 개조는 구식 가전제품과 설비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과 설비로 교체, 주방 및 화장실의 수납장과 작업대를 재정비, 바닥 교체, 낡은 창문 

블라인드와 덮개 교체, 석고 보드와 내부 페인트 수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외부 개조는 지붕 교체, 구식 조명 설비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조명 설비로 교체, 

차고 문과 부속품 교체, 건물 외관과 펜스 수리 및 페인트, 덱 교체, 출입통제 및 카메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 구역의 외부, 건물 관리소,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건물의 재건은 구식 설비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설비로 교체, 주차 구역, 주차장, 야외 지면 재포장, 야외 및 실내 가구 

교체, 실내 및 수영장 바닥 교체, 필요에 따라 실내 및 수영장 온수기 교체, 내부 벽 마감 교체 

및 페인트, 체육관 및 수영장 장비 교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업그레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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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고충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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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 항소 정책 및 절차 

 
목적 및 준거법 

적격성, 보조금 금액,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HACLA)이 유사한 수준의 영구 주택 또는 적절한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지 않은 점, 

MBM의 건물 관리 방식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선택 시 HACLA 

또는 승인받은 지명인(문제의 결정을 한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여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인의 주장을 검토 및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 담당자는 이주와 관련한 재개발 프로젝트 지역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제기한 

모든 불만을 즉시 듣고 HACLA가 규칙 및 규정 조항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24 CFR 966하위절의 B에 명시된 연방법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의 목적은 푸에블로 델 솔의 세입자들이 항소 절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건, 기준, 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편의시설 

HACLA 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에게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자, 판독기 같은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접근성 있는 장소를 골라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모든 통지는 본 절차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되야 합니다. 

 

비공식 회담 

A. 세입자와 HACLA 이 공식 공청회를 열 필요 없이 이주 고충에 관하여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비공식 회담을 제공합니다. 

B. 세입자는 지정된 HACLA 이주 관리자에게 비공식 회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C. 세입자가 비공식 회담을 요청한 지 14 일 이내에 세입자는 지정된 HACLA 이주 

관리자 또는 지정된 HACLA 이주 관리자의 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상 

개인적으로 고충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D. 비공식 회담을 시행하고 세입자의 고충을 들은 사람은 비공식 회담에 관한 관리자의 

서면 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 결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회의 날짜 

II. 참여자의 이름 

III. 고충의 성격 

IV. 고충의 제의된 특성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 

V. 세입자가 관리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공식 공청회를 열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 

E. 관리자의 결정은 비공식 회담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1급 우편으로 발송하며, 발송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편물은 (i)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의 요구를 

포함해야 하며, 이 사본은 본 고충 처리 절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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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적시에 요청하지 못하거나 비공식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고충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포기는 

세입자가 법에 따라 부여 받은 다른 권리 또는 해결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청회 

A. 공식 공청회의 목적은 세입자가 관리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HACLA가 

고충을 처리할 기회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B. 세입자는 공식 공청회를 요청하기 전에 비공식 회담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C. 공식 공청회를 요청하는 시간, 장소, 방식. 

I. 세입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공식 공청회를 열기 위해, 세입자는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고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b) 바라는 행동 조치 또는 구제 조치 

c)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 및 유형(있는 경우) 

d) 세입자가 장애가 있고 편의시설을 원하는 경우, 모든 적절한 편의시설의 

필요와 성격 

II.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는 관리자 결정 우편이 발송된 후 삼십(30) 일 

이내에 수령증을 요구하는 배송 조회 가능한 등기 우편으로 HACLA 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는 HACLA 중앙 관리 

사무소, ATTN: Grievance Administrator 앞으로 HACLA의 개발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III. 공식 공청회를 적시에 요청하지 못한 경우 고충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포기는 

세입자가 법에 따라 부여 받은 다른 권리 또는 해결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IV. 고충 관리자는 고충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이주 과정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다룬 모든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세입자는 거부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받아야 합니다. 

D. 공식 공청회 설정, 연기 및 출석 실패 

I. 공식 공청회 날짜는 고충 관리자의 요청을 받은 후 삼십(30) 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II. 공식 공청회 통지는 공식 공청회 날짜보다 최소 십사(14) 일 이전에 세입자 

또는 대리인이 있다면, 세입자의 공식 대리인과 주택국의 공식 대리인에게 

1 급 우편으로 전달되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공식 공청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III. 다음의 경우 연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고충 관리자가 HACLA 의 공식 대리인과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공식 

대리인 사이의 서면 합의서를 예정된 공식 공청회 날짜에서 최소한 

닷새(5일) 전에 받은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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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식 공청회에서 HACLA의 공식 대리인과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공식 

대리인이 합의한 경우, 또는 

c) 공청회 담당자에게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세입자가 공식 공청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공청회 담당자는 공식 

공청회를 (i) 닷새(5일)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IV. 세입자가 공식 공청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청회 담당자는 사례를 재개하거나, 세입자의 출석 실패를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포기는 

세입자가 법에 따라 부여 받은 다른 권리 또는 해결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 증거 교환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가 작성되자마자 적어도 공식 공청회 열흘(10일) 

전에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공식 대리인과 HACLA 의 공식 대리인은 공식 

공청회에서 상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모든 관련 서류 및 규정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본의 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서를 요청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는 HACLA 가 세입자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세입자 파일 내의 모든 문서 사본을 세입자가 적시에 

요청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추가되야 합니다. 공청회를 제기한 사람이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할 시간을 더 요청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공청회를 제기한 사람에게 추가 시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F. 공청회 운영 규칙 

공청회 운영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공식 공청회는 고충 처리 절차에 맞게 선택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청회 

사무실에서 열려야 합니다. 관리자의 결정과 작성된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는 공청회 담당자 앞에서 문제를 표현하는 변론 역할을 합니다. 

II. 세입자가 공개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세입자는 비공개 공청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III.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제공된 문서만 공식 공청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IV. 세입자는 변호사 또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증거 및 주장을 제시하도록 

세입자가 선택한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세입자와 함께 비공식 회담을 개최한 사람 또는 HACLA 개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사람이 HACLA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V. 세입자는 자신의 고충을 지지하는 증거와 주장을 표현하고, HACLA 가 

근거로 하는 증거를 반박하며, HACLA 가 의지하는 증언과 정보를 제공한 

모든 증인을 직면하고 반대 신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VI. 공청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되야 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사실과 

문제에 관련한 구두 및 문서 증거는 사법 절차에 적용되는 증거 규칙에 따라 

허용 가능성과 무관하게 증거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VII.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공청회 담당자가 선서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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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공청회 담당자는 모든 증언을 듣고 세입자와 HACLA 가 제출한 기록, 

보고서,문서 및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공청회 담당자는 증거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청회 담당자는 공청회에 

제출된 모든 증언과 증거에 대해 심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나 증인이 

공청회 담당자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에 대답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공청회 담당자는 그 사람의 증언 또는 그 증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IX. 고충 관리자는 공식 공청회를 컴퓨터로 기록해야 하며 HACLA 또는 

세입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절차의 서면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X. 공청회 담당자는 공식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개인에게 질서 정연한 행동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공청회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질서한 당사자는 공청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XI. 고충이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또는 모든 사실에 기반을 둔 혐의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모든 혐의에 동의한다면 공청회 담당자는 

공청회를 열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XII. 이전 고충 처리 공청회에서 문제가 결정됐다고 공청회 담당자가 판단할 경우, 

공청회 담당자는 공청회를 열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XIII. HACLA 및 HUD 사이의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G. 결정 

I. 공청회 담당자는 서면 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공식 공청회가 마무리 된 후 삼십(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b) 결정의 이유와 신뢰하는 증거를 진술합니다(공청회 담당자는 공청회 

당시 제시된 증언과 증거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c) 공식 공청회를 주관한 공청회 담당자가 날짜를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d) 고충 담당자에게 전달되며, 고충 담당자는 열흘(10 일) 이내에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대리인에게 사본을 발송하고, 개발 담당자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II. 공청회 담당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세입자가 

바라는 구제 조치가 승인되야 합니다. 

H. 결정의 효력 

I. 공청회 담당자의 결정은 HACLA 에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주택국 

위원회(Housing Authority Board of Commissioners)가 결정 후 육십(60) 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한, HACLA 는 해당 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거나, 또는 조치를 자제해야 합니다. 

a) 세입자의 논쟁은 고충 처리 절차에 정의된 고충이 되지 않습니다. 

b) 이 결정은 주택국과 HUD 사이의 해당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II. 공청회 담당자 또는 HACLA 를 지지하는 HACLA 위원회의 결정 또는 

세입자가 제시한 구제 조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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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추구해야 할 모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적절한 사법 절차를 포기하게 

하거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청회 담당자의 선발 

공식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고충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공인된 공청회 담당자 목록에서 

공정한 공청회 담당자를 선발해야 합니다. 

a) 검토에 따라 HACLA의 활동을 주도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사람, 직원이거나, 설명된 

사람 

b) 세입자와 동일한 개발 구역에 살거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 

 

고충 관리자 

개발 책임자 또는 그의 지명자는 고충 관리자를 역임하고 공식 공청회 고충 처리 절차의 

모든 측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는 제한 없이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공식 공청회 요구 접수 

b) 공식 공청회의 날짜, 시간, 장소 결정 

c) 공인된 공청회 담당자의 목록 유지 

d) 각 공식 공청회마다 공인된 공청회 담당자 선발 

e) 공식 공청회 통지 제공 

f) 모든 당사자에게 결정 사본 발송 

g) 세입자 또는 HACLA의 요청에 따라 증인 출석 또는 책자 및 서류를 요구하는 소환장 

발행 

h) 공식 공청회에 제출된 증거 및 공청회 담당자의 원래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문서 보관 

i) 예비 세입자 및 공청회 담당자가 검토하기 위하여 모든 이름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언급을 삭제한 모든 결정의 사본 발송 

 

공청회 담당자의 인증 절차 

공청회 담당자로 공인 받기 위한 요건: 

a) 개발 책임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b) 거주자 조직과 협의하고 그 응답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을 고려한 후 선발되야 

합니다. 

c) 공영주택 임대주-세입자 임대 계약서의 해석, 이행, 관리 및/또는 적용 등 통합 

3 년간의 업무 경험(즉, 공영주택 관리자 또는 전 관리자), 또는 전문 중재자나 

변호사로서 3년간의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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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 

 

 

받는 사람: 

 

 

세입자 이름: 

 

 

주소 세대 번호: 

 

 

시, 주 우편번호 

 

관리자의 결정(여기 전달)에 만족하지 않고 당국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공식 공청회를 

희망하는 경우, 본 공식 공청회에 대한 세입자 요구 양식을 작성하여 The Director of 

Development, 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 2600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57: Attn: Grievance Administrator로 수령증을 요구하는 배송 조회 가능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결정이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본 양식을 보내야 합니다. 본 양식을 작성하여 삼십(30) 일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공식 공청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주택국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고충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및 

원하는 행동 조치 또는 구제 조치를 아래에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에 반대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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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요구 및/또는 공청회 일정과 관련한 통지를 받을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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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퇴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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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의 근거. 

 

1) 임차인이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기한 내 납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음.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은 임차인이 12개월(IQ) 기간 동안 세(3) 번 이상 

임차인의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을 늦게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2) 임차인이 아파트 또는 공동 구역에 심각한 손상($500 초과)을 초래한 경우 

3) 임차인이 다른 거주자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위험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4) 연방 지원 주택에서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또는 생산하며 약물 관련 범죄 

행위로 가구 구성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 임차인, 가구 구성원, 또는 손님이 건물 안 또는 밖에서 약물 관련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6) 임차인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건물 또는 단지에서 약물 관련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7) 가구 구성원의 불법 약물 사용 또는 불법 약물 사용 패턴에 가담하는 것으로 

다른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평화롭게 건물 내에 있을 권리를 위협한 경우 

8) 가구 구성원의 알코올 남용 또는 알코올 남용 패턴이 다른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평화롭게 건물 내에 있을 권리를 위협한 경우 

9) 불법 약물 사용, 알코올 남용, 또는 재활에 관한 임차인의 허위 사실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도주하는 곳의 법에 따라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기소, 또는 구금, 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이 도주한 경우 

11) 임차인이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구형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 

12) 임차인 또는 가구의 성인 구성원이 매달 최소한 여덟(8) 시간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여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본 요건은 HOPE VI가 후원하는 

부동산에만 해당함) 

13) 임차인의 또는 가구의 성인 구성원의 자립 경제 프로그램(해당하는 경우)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 임차인 또는 임차인 가구의 구성원이 연방, 주 또는 지역 성범죄자 기록부에 

등록해야 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것을 임대인이 알아내거나 발견한 경우 

15) 신청, 이전, 이주, 재심사 또는 모든 심사 또는 검증 과정에서 허위,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재한 경우 

16) 임차인이 임대인의 아파트 점검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17) 임차인이 임차인의 거주 세대에 유틸리티를 확보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경우 

18) 임대인이 요청한 소득, 자산, 비용, 가족 구성의 정확한 진술을 기한에 맞게 

제공하지 못하고, 예정된 재심사 약속에 참석하지 못하며, 검증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가족 관계 또는 소득의 변화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9) 그 외 모든 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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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공공의 의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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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블로 델 솔 이전 거주자 회의 - 1단계 질의 응답 

1. 1차 회의에서 John King은, 모든 가정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개조는 외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철거가 있을 것이고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정의 크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유닛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시 주택국은, 유닛에 대한 대다수의 작업은 외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회의에서 언급되었듯이, 몇몇 유닛에는 새로운 ADA (미국 장애인

법) 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현저한 추가 개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유닛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작업 범위를 정하기 전 까지는 몇 유닛에 추가 개조가 필요할 것

인가에 대해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 거주자는 자신들의 유닛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서면으로 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옮길 것을 독촉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웃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거주자들은 돌아올 권리에 관해 상세히 알려주는 일반 정보 통지 (GIN)를 받았습니다.

이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추가 통지와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어떠한 가구도 이 시점에서

옮길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단계 건설은 2020년 6월 이전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2단계 건설은 2020년 연말 이전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LA시

주택국은 대부분의 이전 기간을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2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기간은 각 유닛에서의 작업 범위가 완결된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3. 왜 거주자들이 옮겨야 합니까?  왜 준비된 개조 계획이 없습니까?  그들을 나가게 하지

않고도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바닥을 교체했을 때 그들은  이사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LA시 주택국과 Related는 개조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또 회의를 열 것입니다.  거주자들은

계획을 볼 수 있고, 선정된 재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이전 계획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짧은 기간에 유닛의

개조를 용이하게 하고,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유닛으로부터 나가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몇 몇 건설 작업자들이 동시에 연장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중에 거주자들이 유닛에

남아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4.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일한 유닛으로 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동일한 유닛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가정들은

자신들의 현재 유닛에서 이용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접근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A시

주택국은, 접근할 수 있는 유닛이 필요한 가정들을 특정하게 디자인 된 기능을 가진

유닛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옮겨야 합니다.  추가로, 일부 가정들은  옮겨 들어갈 때에

가구의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의 크기가 유닛 사이즈에 비해 너무 작거나 (집이 너무

넓은) 또는 너무 큰 (집이 너무 작은) 경우에, LA 시 주택국은 그들을 맞는  사이즈의

유닛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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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자들은 개조될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사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합 건설업체가 유닛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작업 범위를 정할 것입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LA 시 주택국과 Related 는 거주자들과의 회의를 열어서 작업 범위를 논의하고 선정된

마감재를 검토할 것입니다. LA시 주택국과 Related 는 1월초에 회의를 열 것을 밝혔습니다.

거주자들은 개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지 일시적으로 나갈 것이 요구됩니다.  가능한한

가정에게 적은 충격을 주면서 임시 이전이 원활하게 행해질 것을 보장하기 위해 New

Partnership과 이전 전문가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6. 우리 유닛은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왜 지금 개조가 행해져야 합니까”

대다수의 유닛은 좋은 상태에 있으며, LA 시 주택국과 Related 는 다년간 유닛들을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전념할 것입니다.  주요 기본 개선을 하기 위한 자금이 획득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그 중의 하나인 것이지요.  건물에 투자를 함으로써,

LA시 주택국은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부동산이 좋은 상태에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의 많은 부분은 커뮤니티의 냉방, 난방 및 배관설비에 행해질 것이며,

그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개선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7. 경영진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스마트하고

변화가 가장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독촉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건설업체가 모든 유닛을 방문합니까?

LA 시 주택국과 Related 는 이 변화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LA 시

주택국은 제안된 건설 개시 1 년 전에 제안된 개조에 관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LA 시

주택국은, 이 과정과 연관된 염려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거주자 회의를 개최하고, 통지와 편지를 보냈으며, 이전

자문사를 고용하고, 검토를 위한 이전 계획을 발간했습니다.  이전 자문사는 질문에

답변하고 이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가정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 범위를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는 모든 유닛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8. 방문 통지를 얼마나 전에 받습니까?

LA 시 주택국과 Related 는 검사를 위해 가능한 한 일찍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필요한 어떠한 유닛 방문에 대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9. 심한 장애인들의 가족들은 그들 자신들의 이전에 바쁘기 때문에 심한 장애인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LA시 주택국은 포장을 해주고/ 그들을 임시 장소로 옮겨

주고 또 돌아 오게 해 줍니까?

예, 이삿짐 회사가 자신들의 소유물을 포장하고 옮겨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포장 및 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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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지 않은 것을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변경은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커졌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내보냅니다.  무엇이 필요한 지를 보기

위해 LA시 주택국이 유닛을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평가는 금년 초에 유닛의 20% 가 검사된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이

초기 평가는 부동산에 대한 보다 큰 작업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유닛에 대한

작업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유닛 검사가 행해질 것입니다.  제안된 개조를 점검하고

거주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거주자들과의 추가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11. 해마다 2번의 검사가 있고 모든 것이 양호합니다.  왜 이와 같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아파트에 5백만불을 쓰지 않고 여기에 씁니까?

제안된 변경의 일부는 새 지붕, 냉난방 및 환기 장치, 배관 등과 같은 큰 품목과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개조에 쓰여지는 자금은 이 부동산이 보다 장기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12. 이 유닛들은 양호하고 유지보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교체될 때, 우리는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닛들에 대한 예상되는 개조는 몇 몇 업체가 동시에 연장된 시간 동안 작업할 것을

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조를 완료하기 위하여, 업체들은 유닛에 대해 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작업이 왼료되는 동안 거주자들이 유닛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13. 이전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유닛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량 상태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은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됩니다.  대다수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동일한 유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부 거주자들은 접근가능한

유닛에 대한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 집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거나 한

가정들에게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른 유닛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14. 우리는 동일한 임차료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에블로 델 솔은 저렴한 주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공공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임차료는 전과 같이 산정될 것이며, 대략 소득의 30% 일 것입니다.  목표는 임차료를 추가로

줄일 것을 기대하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바우처 (PBV) 를 가능한한 많은 세액-공제

유닛에 겹으로 쌓는 것입니다.

15. 나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닛에 카페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퀴가 먼지를 유닛으로

들여 오고 카페트를 더럽히기 때문에 리노륨/나무 바닥재를 원합니다.

제안된 개조는 유닛의 공동 구역에 비닐 판자 바닥재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시설은 이전 자문사와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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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인은 이 유닛에 16년간 살아 왔는데, 많은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부엌의 종이 코팅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것은 매우 빠르게 된 것 처럼 보입니다.  본인은 2층에 살고 있는데

본인의 의족 때문에 1 층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2 층에 사는 휠체어를 쓰는 임차인들이

1 층으로 돌아오는 한, 모든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또한 큰 길에 보다 가까운 유닛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어떠한 시설도 이전 자문사와 논의되어야 합니다.  최대로 가능한 한, 필요한

접근성에 대한 합리적인 시설은 이전 및 개조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17. LA시 주택국이 물건들이 보관될 장소를 선정합니까?

LA시 주택국은 이전 기간중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 시설을 접촉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것입니다.

18. 우리는 호텔에서 일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호텔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이전 자문사가 그 구역에서 작은 부엌이 딸린 호텔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다른 호텔에 묵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 것이 이전 한도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

이전 자문사와 그 선택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권은 거주자가 급여를 선택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호텔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19. 이 회의에서는 오직 이전 문제만 논의되었고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재-신청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것들이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된

아무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량 상태에 있는 모든 거주자는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거주자들은 부동산 관리회사에 재인증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섹션 8 은 그들의 연례

재-인증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리회사에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섹션 8 에 제출되는 정보는 임차료에서 임차인의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0. 본인은 공공 주택에서 16년 그리고 섹션 8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공공 주택 하에서

프에블로 델 솔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돌아올 때에 어떤 프로그램에 속하게 됩니까?

대다수의 공공 주택 유닛들은 임차 지원 시범 (RAD) 유닛으로 전환되고, 반면에 일부 공공

주택 유닛들은 정규 섹션 8 PBV(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바우처)로 전환될 것입니다.

RAD는 섹션 8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자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격과 같은 공공 주택 유닛과 동일한 보호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RAD 또는

정규 섹션 8 PBV 하에서 전환되는 공공 주택 가정들에게 확장됩니다.

21. 우리가 돌아온다는 데 대해 서명하라는 서신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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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주자들은 돌아올 권리를 상세히 알리는 일반 정보 통지 (GIN)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보내질 것입니다.  모든 거주자들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 

서명할 것입니다.  

22. 이전 계획은 11월 29일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어 판본은 아직 아닙니다

계획의 스페인어 판본과 한국어 판본은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고 사본은 관리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3. 우리는 돌아오는 데 관한 명확한 서신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단지 돌아오는 데 대한

일반적인 서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GIN 은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상세히 알리는 법적인

서신입니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특정 유닛과 가구 정보를 상세히 알리는 서신을

자신들의 가구에 대해 예정된 이전일로 부터 60일 에서 90일 전에 받을 것인데, 이에는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4. 이전 계획은 디자인 회의와 동시에 공고됩니까?

이전 계획은 관리사무소와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1월달의 디자인 회의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25. 임차인과 LA시 주택국이 상호간에 지는 의무를 상세히 알리는 서신이 있을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 건설공사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전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현 임대차 계약에서 상세히 열거된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들은 규칙을

따르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우량 상태를 유지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전 계획은 이전 중에

LA시 주택국과 Related 가 지게 되는 의무를 상세히 열거합니다.

26. 이전 중에 누가 연락 담당자가 됩니까?  안전이 주요 사안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열려 있을 것이고 안전에 관한 염려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관련된 염려사항이라면, 거주자들은 이전 자문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LA시 주택국과

Related는 관리 회사와 이전 자문사를 감독할 것이고, 만약 거주자들이 염려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LA시 주택국과 Related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27. 거주자들의 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들은 Airbnb 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전 자문사는 임시 이전을 위해서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같이 일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가구가 이전 자문사가 제공한 선택권 이외의 다른 어딘가로 임시

이전을 하기를 원한다면, 거주자는 현금 급여를 받아 들여서Airbnb나 다른 숙박시설에 머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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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차 상황이 나빠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LA시 주택국과 Related는 주차 상황을 살펴 보고 있으며, 추가 주차를 위한 필요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29. 흡연자를 위한 특정 구역이 있을 예정입니까?  본인은 천식이 있고 딸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마리화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구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HUD (연방 주택 도시 개발국)은 유닛 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은 공동 구역 25피트 이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시 주택국과 Related는

부지내에 지정된 흡연 구역을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있는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LA시

주택국은 또한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리화나의

사용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주택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프에블로 델 솔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에블로 델 솔 이전 거주자 회의 - 2단계 질의 응답 

1. 유닛의 사이즈 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유닛에 들어갈 것인가를 누가 정합니까?

LA 시 주택국이 해당 부동산에서 발효 중인 공공 주택 점유 표준에 따라 적절한 침실

사이즈를 결정할 것입니다.  유닛 사이즈에 근거하여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있는

가구들은 적절한 사이즈의 유닛으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유닛의

필요가 있는 거주자들은 가능한 한 수용될 것입니다.

2. 사람들은 동일한 단계에서 돌아 갑니까?

대다수의 거주자들은 동일한 단계에서 동일한 유닛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부 가구들은

접근가능한 유닛에 대한 필요에 근거하여 다른 유닛으로 옮겨지거나 또는 적절한 사이즈의

유닛으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2-베드룸 유닛에 있습니다.  본인은 동일한 2-베드룸 유닛으로 돌아갑니까?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동일한 유닛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접근가능한 유닛에 대한 거주자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또는 가구의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거주자들은 다른

유닛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른 유닛으로 간다는 말은 언제 듣게 됩니까?

만약 거주자들이 다른 유닛으로 옮겨야 한다면,  LA시 주택국과 Related는 임시 이전에 앞서

거주자들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5. 수요일에 바로 당일 면담을 가질 것을 연락받았는데, 근무중이라서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팅은 근무 시간중에 행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변경도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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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전 자문사가 면담 일정을 사전에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막판 면담 요청이 필요합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만약 

거주자가 예정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전 자문사에게 통지해서 일정변경을 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주선해야 합니다.  저희 이전 자문사는 거주자에게 편리한 미팅이나 전화 

인터뷰 시간대를 찾아내기 위해 거주자의 일정을 감안할 것입니다. 

6. 우리는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우리 임대차 계약은 8월에 만료됩니다.

거주자들은 약속을 지키고 경영진이 요구하는 서류작업을 완결해야 합니다.  RAD (임차

지원 시범)으로 전환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은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7. 2주 또는 2달 동안 유닛에서 나가 있을 것을 누가 정합니까?

종합 건설업체가 검사를 하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그 범위는 유닛에 필요한 작업량에

근거하여 이전 기간을 정합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2주 이하로 나가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유닛을 접근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침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더 길게 나가 있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 이전 자문사와 약속을 했었는데 막판에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자문사는 예정된 모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 일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전 자문사는 전화를 해서 일정변경을 하거나, 전화 인터뷰와 같이 (만약

가능하다면) 미팅에 대한 대안적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9. 이전 자문사가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부 경우에서는, 이전 자문사가 전화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팅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안적인 주선을 하려면, 거주자는 이전 자문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10. 거주자가 이전하는 경우에,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게

됩니까?

모든 거주자들은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일반 정보 통지 (GIN) 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가구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추가 통지가

거주자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11. Jardin Street 에 평행 주차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 곳이 공공 도로 인지 사설 도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영진에게 물어 보니 공공 도로라고 말했습니다.  시에 물어 보니 그들은

그곳이 사설도로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 와 LA시 주택국은 현재 프에블로 델 솔 커뮤니티 구내에서의 거리 주차를 포함하여

주차  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거주자들과 향후 미팅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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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피가 큰 물품/쓰레기 처리를 위해 12월초에 대형 콘테이너를 놓아 줄 수 있습니까?  본인은

이 번 달에 휴가를 가는데 청소를 시작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큰 가구를 버리고

싶습니다.

부피가 큰 물품/쓰레기처리를 위해 콘테이너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Related 

와 LA시 주택국은 부동산 관리회사와 같이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은 (빨라도) 

2020년 6월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콘테이너는 그에 근접한 날짜에 

들여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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