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datory Housing Affordability  
(MHA, 주택 적정가격 의무화) 시 전역으로 확대 이행

시애틀의 성장과 더불어 개발로 적정가격 주택에 
대한 기대를 요구

Mandatory Housing Affordability(MHA)는 신규 상업/다세대 주거용 개발이 적정가격 주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MHA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 6,000세대의 임대료 제한, 소득 
제한 주택을 새로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적정가격 주택 요건은 시애틀 시의회에서 개발 수용력을 
추가하는 새로운 구역 변경 계획을 채택하는 대로 발효됩니다. 적정가격 주택 요건 발효와 개발 
수용력 증대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MHA는 다른 워싱턴 주 도시에서 사용되는 주 승인의 접근 
방식과 부합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6개 시애틀 지구에 MHA를 실시한 후, 시애틀 시는 시 전역에 MHA의 이행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중교통, 공원, 일자리 같은 지역사회 자산과 인접한 주택 선택권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이주의 위험이 높은 지역,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지역사회 
자산이 적은 지역에서의 보다 덜 집중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애틀 전역에서 MHA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 변경 제안 지도는 www.seattle.gov/hal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2년에 걸친 적극적 참여의 산물이며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경청한 여러 주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적정가격 주택을 더 많이 만들 것.

•	 기존 주민의 이주를 최소화할 것.

•	 주택 소유 및 가구 규모에 맞는 주택 등, 더 
많은 주택 선택권을 지원할 것.

•	 주민이 공원, 학교, 교통과 가까이 거주할 
기회를 더 많이 개발할 것.

•	 새로운 개발이 기존의 지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성장을 조율할 것.

MHA는 2만 세대의 적정가격 주택을 포함, 2025년까지 5만 가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애틀의 Housing 
Affordability and Livability Agenda(HALA, 주택 적정가격 및 거주 적합성 의제)의 일환입니다. 
적정가격 주택과 시장가 주택을 같이 개발하는 것은 주택비용 상승을 늦추고 보다 광범위한 주택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입니다.

http://www.seattle.gov/hala


제안의 배경과 세부사항

인종 및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헌신이 MHA 이행 제안을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의회에서 채택한 시애틀 2035 
종합계획)에 따라, 모든 다세대 및 
상업 구역과 모든 도심 빌리지에 
적정가격 주택 요건 적용.

•	 이주의 위험이 낮고 기회(교통, 
공원, 일자리 및 기타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마련하는 
등, 주택 선택권 확대.

•	 이주의 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층 
지역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주택 선택권 및 도보 5분 거리의 
교통 편의 지역 내 일자리 증대.

•	 도심 빌리지 10개 확장으로 도보 
10분 거리의 교통 편의 지역의 
주택 옵션 확대 제공.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요 
고속도로로부터 500피트 이내 
지역에서 덜 집중적인 변화 제안.

•	 건물에 대한 새로운 설계 기준을 
확립해 지역 특성에 대한 영향 
완화.

•	 그린 팩터(Green Factor) 및 수목 요건을 개선해 환경 목표 지원.

•	 연방정부 지정의 역사 지구 및 주요 해안선에 대한 구역 변경 배제.

시애틀의 도심 빌리지
1994년, 시애틀은 시 전역의 지정 커뮤니티에 대한 성장과 
투자에 대한 지침으로 도심 빌리지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시애틀 2035 종합계획의 형평성 분석를 통해, 시애틀의 도심 
빌리지 내에서 현재의 이주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이주의 위험

• 23rd & Union-Jackson
• Columbia City
• First Hill-Capitol Hill
• Lake City
• North Beacon Hill
• North Rainier
• Northgate

• Aurora-Licton Springs
• Morgan Junction

• Bitter Lake Village
• Othello
• Rainier Beach
• South Park
• Westwood-Highland Park

• Admiral
• Ballard
• Crown Hill
• Eastlake
• Fremont
• Green Lake
• Greenwood-Phinney Ridge
• Madison-Miller
• Ravenna
• Roosevelt
• Upper Queen Anne
• Wallingford
• West Seattle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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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A 이행 제안 지역

MHA 시행 지역

MHA 적용 제외 지역, 
구역 변경 없음

Mandatory Housing  
Affordability이행을 위한 구역 
변경

개발사에 대한 적정가격 주택 요건

MHA 정책에 따라, 새 건물은 반드시 적정가격 
주택을 포함하거나(시행 옵션) 혹은 Seattle 
Office of Housing(시애틀 주택사무실) 기금에 
기여해 적정가격 주택의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지불 옵션).

MHA 요건은 시내 각 지역의 주택 비용과 
구역 변경의 규모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주택 
비용이 높고 구역 변경 규모가 클수록 더 
강력한 MHA 요건이 적용됩니다. 
시행 옵션의 경우, 새로운 다세대 
주거 건물의 5~11% 정도를 저소득 
가구용으로 보류하게 됩니다. 
지불 옵션의 경우, 개발사 측이 
평방피트당 $5.00~$32.75 정도의 
금액을 기여하게 됩니다.

시애틀 주택 추가부담금와 같이, 
MHA 지불금은 시애틀 전역에 보다 높은 
품질의 적정가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는 또한 저소득층 지원,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지역사회 중심의 지상층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기회 제공 등, 다른 
혜택도 지원합니다.

MHA를 통해 창출되는 적정가격 주택 자격 대상자
2017년도 소득 및 임대료 한도

개인
소득이 $40,320 미만인 
경우, 침실 1개 주택 
임대료 한도는	$1,008 

4인 가구 
소득이 $57,600 미만인 
경우, 침실 2개 주택 임대료 
한도는	$1,296

MHA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역사회 참여 2년 후
MHA는 Department of Neighborhoods(DON, 근린지구부)의 주도로 거의 2년에 걸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더 나은 교통편을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2016년 10월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참여와 환경 심사를 통해 최종 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전통적이면서 
혁신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ala.consider.it를 통한 2천여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온라인 상호 소통

• 7만여 세대에 달하는 시애틀 가구와의 
전화 통화

•	 주민과의 정보 공유 및 공공 회의 초대를 
위해 9만 세대에 대한 우편물 발송

•	 제안에 따라 구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 내 
1만여 세대에 대한 직접 방문

• 4,700명에게 뉴스레터 발송

다음 단계
2015~2017년부터 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MHA 요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University District, Downtown, South Lake 
Union, Chinatown-International District, 
Central Area 내 23rd Ave 및 Uptown에 대한 
구역 재조정을 결의했습니다.

2018년, 시의회는 MHA의 시 전역 이행을 목표로 시 행정직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참여 작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제안에 더 많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2018년 8월까지 
시 전역에서의 오픈 하우스 및 청문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MHA 시 전역 확대와 관련한 시의회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seattle.gov/council 을 참조하십시오

http://hala.consider.it
http://www.seattle.gov/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