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 소유 부동산에 적정
가격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6월 23일, City Council(시 의회) 공청회

번역본은 온라인에서 제공됩니다 | Translated version available online |
በእኛ ድር ጣቢያ ላይ የበለጠ ይረዱ | 在线提供译文 | 線上提供譯文 | Wax dheeri ah ka
baro bartayada internetka | Versión traducida disponible en línea | Trên mạng
có phiên bản đã dịch | Available online ang isinaling bersyon

bit.ly/opcd-religious-property

Tarjumaad iyo tafaatiir ayaa la heli karaa haddii la codsado.
Los servicios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están
disponibles previa solicitud.
Available ang pagsasalin at interpretasyon kung hihilingin.
Có sẵn dịch vụ biên dịch và thông dịch theo yêu cầu.
요청 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按需提供譯文和口譯服務。
按需提供译文和口译服务。
ከተጠየቀ የጽሁፍ እና የድምጽ ትርጉም ይገኛል።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vailable on request.
700 5th Ave
Seattle, WA 98124

시애틀시는 종교 단체 소유 부지에 장기 소득 및 임대 제한
주택을 위한 개발 보너스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새로운 소식 알림 신청:

bit.ly/opcd-religious-property
nicolas.welch@seattle.gov
(206) 684-8203

장애인 편의 시설, 대체 형식 또는 언어로 작성된 자료 및
접근성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Nick Welch 에게 이메일
nicolas.welch@seattle.gov 또는 전화 (206) 684-8203
로 연락하시거나 bit.ly/opcd-religious-property
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지원 도구로
종교 단체가 적정 가격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ተመጣጣኝ ዋጋ ያላቸው ቤቶችን ለመስራት
ሀይማኖታዊ ድርጅቶችን የሚያግዝ መሳሪያ።
帮助宗教组织建造平价住房的新工具。
幫助宗教組織建造經濟適用房的新工具。
A new tool to help religious organizations
create affordable housing.
Qalab cusub oo lagu caawiyo ururada diinta
waxay abuuraan guryo qiimo jaban.
Una nueva herramienta para facilitarla creación de viviendas
asequibles por parte de las organizaciones religiosas.
Isang bagong tool para makatulong sa mga organisasyong
panrelihiyon na gumawa ng abot-kayang pabahay.
Công cụ mới để trợ giúp các tổ chức tôn giáo
xây dựng nhà ở có giá phải chăng.

시애틀시는 종교 단체 소유 부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적정 가격 주택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종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 중입니다.
시애틀시가 발의한 토지사용법은 융통성을 도출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해당 발의에 따라, 종교 단체들은 공공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기존의

어떻게 운영됩니까?

종교 단체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지상 주차장 등과 같이 재개발을
원할 수 있는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역 규정에 따른 경우보다 더욱 많은 적정 가격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활용 옵션

다수의 종교 단체들이 향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 종교 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적정

현재, 종교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구역 지정에 따라 허용되는 높이와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예는 4층 건물입니다.

가격 주택을 건설할 때 더욱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의에는 사무실, 종교 시설, 소규모

소매점, 또는 문화예술 공간과 같은 비거주 공간에 대한
융통성 있는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발이 대상에 해당됩니까?

이 도구는 종교 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개발된 모든 주택은 소득 수준이 지역 중위
소득의 80퍼센트 미만 또는 3인 가족의 경우 8만 달러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 종교 단체는 기존보다 더욱
많은 적정 가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만인 가구에게 최소 50년간 적정 가격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적정 가격 주택은 임대 또는 매매 가능합니다.

시애틀시는 거의 40년 넘게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시애틀시
전역의 적정 가격 주택을 건설 및 보존함으로써 인종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Seattle Housing Levy(시애틀 주택 부과금) 및 기타 출처의 수익금을 투자해
왔습니다. Office of Housing(시애틀 주택과) 투자금은 프로젝트 후원업체들이
시 지원 자금으로 건설된 기존의 적정 가격 임대 및 소유 주택 15,000채에 더해
꾸준히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seattle.gov/hou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