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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개요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의 변화를 위한 청사진: 전환 계획은 
주민, 직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택국의 재개편 및 개혁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한 결과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NYCHA의 지배구조 및 리더십 구조, 부동산 관리 시스템, 중앙 지원 업무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그러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리소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구조 및 절차의 변화를 
실천하는 어려운 작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각각의 잠정적 
변화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주택국의 미래 업무를 정하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전환 계획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및 뉴욕시와 함께 체결한 2019년 1월 종결 합의서(HUD 합의서)에 따라 마련된 NYCHA의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변화를 위한 청사진 이니셔티브의 3가지 주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변화를 위한 청사진에는 NYCHA 소유 부동산이 HUD 합의서를 완전하게 준수하고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을 조성할 안정화 전략과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주민을 
위한 경제적 및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일자리 및 회복 전략도 포함됩니다.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본 계획과 연관된 다양한 참여 활동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대면 미팅이 중단되었습니다. NYCHA는 즉시 위생에 관한 노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수당, 식품 배송,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작업 
지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NYCHA는 재빠르게 업무 방식을 바꾸고 필수 
서비스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해냈습니다.  

NYCHA의 신속한 대응의 예로써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임대 
생활고 규약 수정안을 들 수 있습니다, COVID-19 이전에 이 정책은 임시 재계약 절차에 
의존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동산 관리팀 사무소의 주택 담당자가 직접 대면으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임대차 관리(Public Housing Tenancy 
Administration)팀과 임대주택국(Leased Housing Department)은 필요한 정보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객 대면 셀프 서비스 포털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정보기술부(Information 
Technology) 및 고객 대면 센터(Customer Contact Center, CCC)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전화로 
임대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본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NYCHA는 13,258건의 임대 생활고 요청을 처리했는데, 이는 2019년 동기간에 비해 요청 건 
수가 거의 450%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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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NYCHA가 사업 방식을 전환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2012년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로 기후 복원력이 NYCHA의 핵심 업무가 되었듯이 COVID-19가 주민과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HUD 합의서의 의무에 부합하는 조직 
구조와 업무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NYCHA는 전환 계획을 
뒷받침할 다음의 5가지 지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1. NYCHA는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실현하여 업무 방식을 바꿀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납 성분이 없는 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곰팡이 
상태를 점검 및 개선하고, 통합 해충 관리에 따른 효과적인 구제역 방법을 적용하여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NYCHA는 해당 부동산의 상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난방 및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곰팡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해충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NYCHA는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NYCHA의 새로운 부서인 품질보증부(Quality Assurance), 
환경보건안전부(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준법부(Compliance)는 주민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담당자가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과실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와 조사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4. NYCHA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직무별 행동 계획을 설계 및 구현하고, HUD 합의서에 따라 요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발지역의 전반적인 건물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구축이 포함됩니다. 

5. NYCHA는 명확하게 명시된 목표를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1) 난방 및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을 몇 시간 
이내에 해결하고, (2) 곰팡이 상태를 1-2주 만에 개선하며, (3) 매년 납 성분의 
페인트를 시각적으로 식별하고, 중간 관리 및 아파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게 명확하게 명시된 기준 충족을 담당할 부동산 관리자 및 유지보수 
직원을 둘 것입니다. NYCHA는 현재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부서를 재개편하고 일련의 절차 개혁을 실행해야 합니다. 

NYCHA는 지도 원칙과 보조를 맞추어 공통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논의하여 
6가지의 핵심 가치 분야를 정했습니다. NYCHA는 (1) 서비스 문화의 형성, (2) 조직간의 벽 
허물기, (3) 직원에게 권한 부여, (4) 주민과의 협력 강화, (5)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 (6) 
비즈니스 및 정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 개선 등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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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에는 다음 3가지의 조직 차원의 주요 변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NYCHA의 지배구조 및 임원 리더십 구조에 대한 변화 
 NYCHA의 부동산 관리 및 유지보수팀 업무의 변화 
 중앙 사무소 업무가 부동산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이 전환 계획에는 NYCHA가 기술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고, 주민 협력을 
개선하고, 주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 및 개발을 통해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과 더불어 연례 평가 프로세스 및 대안적 작업 일정(Alternative Work Schedule)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과 직원이 파악한 서비스 제공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본 전환 계획 뒷부분에 
요약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전략과 주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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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조치 주민에 미치는 영향 

대안적 작업 일정 기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새로운 리소스 할당을 결정 
 

1주일 동안 건물 및 대지 
청소 개선. 업무 시간 이후 
및 주말에 유지보수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 부동산 관리자에게 더 많은 
예산 의결권 부여 
 

열악한 건물 상태를 더 빨리 
해결 
 

작업 지시 개혁 
 

현지 레벨에서 통제권 
강화를 통해 전문 인력을 
위한 작업 지시 개선 
 

작업 지시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여 작업 지시를 
더 신속하게 완료 
 

연례 재계약 
 

주택 담당자의 업무량 및 
평가 절차를 간소화 
 

주민과 섹션 8 참여자들을 
위해 임대료 계산법을 
투명하게 하여 ePortal의 
활용도를 향상 
 

 

본 전환 계획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은 조직과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조직 및 절차상의 변경만으로는 물리적 상태를 현저하게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NYCHA의 모든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NYCHA의 주택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NYCHA는 안정화 전략에 설명된 상당한 자본 
투자와 동시에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NYCHA 최초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NYCHA 2.0, PACT 및 이전의 기타 노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화 전략은 진행 중인 NYCHA 2.0 작업과 함께 개발지역에 수 십 억 달러의 
개발비를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및 회복 전략은 주민을 위한 일자리 및 
경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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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아웃 박스] 참여 방법 

본 전환 계획은 NYCHA 지도부가 감독자팀과 협력하여 수립했지만 가치와 아이디어는 
주민, 직원, NYCHA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타 지지자들이 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직원, 주민, 
이해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수많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COVID-
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중순 모든 대면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계획 수립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NYCHA는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직후 일부 업무를 중단했으며 그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 계획에 포함된 핵심 가치와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주민들이 NYCHA, 개발지역, 아파트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관련하여 6,191건의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재개한다는 NYCHA의 계획에 대해 기타 질문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접수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각각의 개발지역, 
근린지역, 보로, 기관 등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NYCHA 주민의 57%는 개발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짐 

• 51%는 개발 주택에 대해 안심 

• 44%는 친지들에게 개발 주택 거주를 권장할 계획 

설문조사 결과는 NYCHA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엄청나게 많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전환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것이며 연례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발지역, 근린지역, 보로별로 동일한 기준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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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CHA 현황 

A. NYCHA와 뉴욕시  

뉴욕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주택 시장이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1 뉴욕시가 오래 동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공급 격차는 저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85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시 주택국은 뉴욕시 주택 시장에 20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으며 이중에서 현재 17만 명이 이러한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NYCHA는 
공공주택 및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서 거의 60만 명을 확보했는데 이는 아틀랜타, 
마이애미 또는 뉴올리언스의 인구보다 더 많은 셈입니다.  

주택국은 1934년에 개설되었지만 그 기원은 뉴욕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었던 주택 시장을 규제하려 했던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주가 주택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1867년 공동주택법(Tenement House Act)이었으며, 모든 가구에 
비상계단을 필수로 하고 모든 방에 창문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창문이 외부를 향하도록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속 법안인 1879년 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폭 
25피트(8m)의 덤벨(또는 "구법") 공공주택이 탄생했으며 아직도 동남쪽 방향 및 소호 
일부에 걸쳐 있습니다. 1901년 법은 모든 신규 건축물에 폐기물 집하장, 조명, 화재 안전 
규칙 등을 추가했습니다.2 

공공주택법(Tenement Acts)은 건축 표준을 규제했으며 주택 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지만 저렴한 주택의 부족이라는 뉴욕시의 새로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뉴욕시의 주택 중재기관들은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 지원 또는 담보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운 공급자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3 

NYCHA의 초대 회장 Langdon Post는 "뉴욕시에서 거의 1세기 동안 진행된 주택 개혁으로 볼 
때 규제를 통해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4 Post 회장과 
동료들은 "정부가 조성한 주택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NYCHA의 초기 리더들은 뉴욕시에서 급증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많은 가구가 절실하게 필요했음을 알고 있었으며, 난민들을 수용할 대체 

                                                       
1 2017 NYCHVS 
2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The Failure of Housing Regulation (1936), p.5-11. 
3 참조: Louis H. Pink, The New Day in Housing (1928);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Toward 
the End to be Achieved (1937); Charles Yale Harrison, What Price Subsidy! (1937). 
4 The Failure of Housing Regulation, p.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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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없이 악덕 건물주에 대해 기존의 공동주택법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초 연방 재건 금융 코포레이션(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RFC)과 공공 
업무 행정부(Public Works Administration, PWA)는 뉴욕의 동남쪽의 Knickerbocker Village를 
포함한 제한적 배당 개발지역을 조성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민간 개발업체 유치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5 뉴욕시와 뉴욕주는 민간 시장 
솔루션 없이 미국에서 단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는 정부가 소유하고 민간 주택이 운영한다는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1934년에 뉴욕시 주택국이 설립된 것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생활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6 

NYCHA의 포트폴리오는 시, 주, 연방 자금으로 조성되었으며 100,000개의 연방 가구 
54,000개의 주 가구, 35,000개의 시 가구를 포함합니다. 뉴욕시와 주 개발지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부가 연방 프로그램에 편입될 때까지 시와 주가 마련한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7 최근의 연방화는 2010년에 이루어졌는데 21개 개발지역이 연방 지원 
플랫폼에 소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1949년 주택법(Housing Act)과 1954년 
주택법(Housing Act), 1960년대 말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주택국은 연간 6,000 가구를 건설했는데 어느 
시대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8 

NYCHA 개발지역 및 연방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원래 운영비와 자본 지출금을 모두 주민의 
임대료로 충당하는 자립형 프로그램으로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최초 
개발지역의 다수가 최초의 20년 자본주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임대료로 자본 복구는 
물론이고 운영비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969년 주택도시개발법(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은 임대료 상한을 가계소득의 25%로 정했고 처음으로 연방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을 도입했습니다.9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민의 인구통계학 정보가 지속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주택 건설이 서서히 중단되고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10 주택국은 적갈색 벽돌집을 
                                                       
5 참조: Emily Rosenbaum and Samantha Friedman, The Housing Divide: How Generations of Immigrants Fare in 
New York’s Housing Market (2007), 98-100; Richard Plunz, A History of Housing in New York City: Dwelling Type 
and Social Change in the American Metropolis (1990), p.207-8. 
6 참조: Toward the End to be Achieved, p. 5. 
7 이러한 개발지역은 2010년에 세액 공제의 일부로서 연방 프로그램에 편입된 21개의 "연방화된" 
개발지역과 구분됩니다. 
8 1960년대 말 6개의 개발지역이 협동 조합의 형태로 매각되었습니다. 주택국은 또한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를 위해 퀀셋 막사(Quonset Hut)를 11개의 임시 개발지역에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주택국의 120,000 
가구 이상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9 1969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법(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1969년 12월 24일. 공법(Public Law) 
91-152. 
10 1950년에 NYCHA의 가구 중에서 75%가 백인이었는데 현재 1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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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시키고 기타 턴키 방식 인수의 형태로 새로운 개발을 확대해 갔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데 다수의 개발지역은 두 번째 자본 수정 주기를 놓치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자본 적자의 문제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NYCHA는 공공주택 부문에서 드문 성공 사례였으며 HUD는 훨씬 더 곤경에 
처한 다른 주택기관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대규모 
HOPE VI 개발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NYCHA는 재개발을 위한 경제성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소액의 보조금만 수령했습니다. HUD가 규제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해 Moving-to-
Work와 같은 시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NYCHA는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 공공임대주택지원 시범사업(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RAD)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NYCHA의 자본 적자 상태가 심각해졌고 유지보수 업무의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시에는 350만 가구가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주택 220만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안정화 또는 임대료 관리대상 998,000 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120만 
가구는 규제 대상입니다. NYCHA는 169,425 가구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료 
규제 대상 가구의 14%, 전체 임대 가구의 8%,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합니다.11  

하지만 뉴욕시의 주택 보유량은 주민의 소득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가구의 거의 1/3은 가계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2 뉴욕시 
임대 아파트의 14%만 임대료가 $800 미만이며 $500 미만은 7%에 불과합니다. NYCHA 
포트폴리오의 평균 임대료는 $525입니다. 2017년 주택 공실률 조사에서 확인된 임대 
가능한 79,190 가구 중에서 4%에 해당하는 3,532 가구만 월 임대료가 $800 
미만이었습니다. NYCHA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주민에게 주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기관입니다. 뉴욕시 아파트 중에서 300,000 
가구만 임대료가 $800 미만이며 133,000 가구는 NYCH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13 NYCHA의 
대기자 목록(175,000 가구가 공공주택, 130,000 가구는 섹션 8 주택)은 뉴욕시의 수요가 
얼마나 엄청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14  

주택국은 당초 가족의 경제 상태 개선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민간 시장 진입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가족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택국은 경제 상태 개선을 통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85년 동안 접근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의 상징으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1 NYCHA는 또한 섹션 8 주거 선택 보조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을 통해 83,225 가구에게 
주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2017년 뉴욕시 주택 공실률 조사(New York City Housing Vacancy Survey, NYCHVS),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nychvs.html.  
13 2017 NYCHVS 
14 https://www1.nyc.gov/assets/nycha/downloads/pdf/NYCHA-Fact-Sheet_2020_Final.pdf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nychv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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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HA이 없다면 뉴욕시는 훨씬 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도시가 될 것이므로 미래를 위해 
이러한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B. 현재 도전 과제  

NYCHA는 현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NYCHA는 HUD 및 
뉴욕시와 종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HUD 합의서에 서명한 후 뉴욕 남부지방(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SDNY) 검찰청과 HUD는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을 철회하고 2018년 
6월에 발의된 동의법령에 추가했습니다. 2019년 2월에 HUD 합의서에 따라 독립적인 
감독자(감독자)도 지명되었습니다.  

NYCHA가 전환하려면 최근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SDNY 조사 결과, NYCHA는 HUD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거 시설"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연방 
조사와 관련하여 기만적 관행을 일삼고, 납 성분의 페인트 규정을 위반하고도 허위로 규정 
준수를 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HUD 합의서는 앞으로도 NYCHA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HUD 
합의서는 뉴욕시가 10년 동안 22억 달러의 역사적인 자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YCHA는 또한 6가지의 핵심 영역인 (1) 납 성분 페인트, (2) 곰팡이, (3) 
해충 및 폐기물 관리, (4) 엘리베이터, (5) 난방, (6) 점검 등에 대해 야심찬 성과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HUD 합의서는 또한 NYCHA가 새로운 부서 3곳을 신설하고 조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곳의 신설 부서는 준법부(Compliance), 
환경보건안전부(Environmental Health & Safety), 품질보증부(Quality Assurance)이며, 
NYCHA의 새로운 책임 구조를 형성하고 1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이미 
개별 부동산과 개별 기구 또는 시스템 내에서 명확한 절차와 감독 기준을 정하여 모든 
기관의 모든 레벨에서 운영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NYCHA는 
감독자와 HUD 및 SDNY의 동료들과 함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각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NYCHA가 HUD 합의서 및 현재 상황을 세대에 한번 오는 기회로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UD 합의서는 "감독자와 NYCHA는 NYCHA의 관리, 조직 및 인력 구조에(업무 규칙 포함) 
대한 변경사항을 명시하고, 본 합의서에 따른 NYCHA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전반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조직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NYCHA는 감독자와 협력하여 조직 계획의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 감독자팀과 협력할 목적으로 전략혁신 담당실(Office of Strategy & 
Innovation)을 개설했습니다. 이 전환 계획은 NYCHA 조직의 변화에 대한 집합적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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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NYCHA의 관리 및 조직 구조의 변화를 명시하고, 다양한 정책 및 관행을 바꾸는 
기타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변화와 업무 절차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택국은 이러한 전환 계획은 NYCHA를 변화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의 
시작이며, 계획 이행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변화를 언제 성공적으로 이루었는지의 여부로 
평가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HUD 합의서의 성과 기준은 6가지의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YCHA가 이러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성과 레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주택 포트폴리오의 역사적인 자본 부족과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운영 
모델이 결합된 결과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NYCHA의 현재 도전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운영적 불균형과 잘못된 조직 문화—구성된 조직은 300개 개발지역을 
관리하거나 방대한 장기 자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상적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 실제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연방, 시 또는 주의 자본 투입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증가하는 400억 달러의 자본 수요. 

• 전례가 없는 보건 및 경제적 과제—불완전 취업 및 보건 격차에 이미 직면한 
주민들은 팬데믹과 경기 악화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NYCHA의 대응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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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HA의 변화를 위한 청사진은 목표 전략과 함께 각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전환 계획은 NYCHA가 지배구조 및 경영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업무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해 조직에 투자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HUD 합의서의 준법 목표 및 성과 기준에 주력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정화 전략은 NYCHA 최초로 포트폴리오 전반의 자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PACT 프로그램, 신규 건설, 공중권 양도 등을 통해 62,000채의 아파트에 
대해 완전한 수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인 NYCHA 2.0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NYCHA 소유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일자리 및 회복 전략은 이러한 투자가 주민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하며 뉴욕시의 보건 및 경제 회복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HUD 합의서 의무  

HUD 합의서와 이와 관련된 역사는 전환 계획의 기초를 이룹니다. 주택국은 HUD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과제를 긴급성을 가지고 완수해야 합니다. HUD 합의서의 의무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주요 조직 원칙을 정하여 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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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YCHA는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실현하여 업무 방식을 바꿀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납 성분이 없는 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곰팡이 
상태를 점검 및 개선하고, 통합 해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에 따른 
효과적인 구제역 방법을 적용하여 연방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NYCHA는 해당 부동산의 상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난방 및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곰팡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해충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NYCHA는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NYCHA의 새로운 부서인 품질보증부(Quality Assurance), 
환경보건안전부(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준법부(Compliance)는 주민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담당자가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과실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와 조사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4. NYCHA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직무별 행동 계획을 설계 및 구현하고, HUD 합의서에 따라 요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발지역의 전반적인 건물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구축이 포함됩니다. 

5. NYCHA는 명확하게 명시된 목표를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1) 난방 및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을 몇 시간 
이내에 해결하고, (2) 곰팡이 상태를 1-2주 만에 개선하며, (3) 매년 납 성분의 
페인트를 시각적으로 식별하고, 중간 관리 및 아파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게 명확하게 명시된 기준 충족을 담당할 부동산 관리자 및 중앙 사무소 
직원을 둘 것입니다. NYCHA는 현재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부서를 재개편하고 일련의 절차 개혁을 실행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 

NYCHA의 기술 서비스부는 HUD 합의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기획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합니다. 동시에 NYCHA의 거의 모든 부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가 성공적인 관행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법, EH&S 및 법률부는 정책 및 절차의 초안을 작성하고 프로세스가 법률 또는 기타 모범 
사례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조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부는 
주민들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 
기술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요약된 절차를 자동화하고 추적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맞춤화하고, 인사부와 교육 및 개발부는 직원을 고용하여 각각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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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해야 합니다. NYCHA는 설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 구조의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신속하고 민첩한 운영 

보일러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주민이 해충이나 곰팡이를 신고할 경우 NYCHA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NYCHA는 전체 보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 순서를 정하거나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설명된 근린지역 모델(Neighborhood Model)은 관리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델입니다. 근린지역에 
전문 인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직원들을 가까이 배치하고, 한 거래처에서 다른 거래처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무 순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 

현재 NYCHA는 벤더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에서부터 해당 부동산 관리자, 근린지역 
책임자(Neighborhood Director), 보로 부회장 또는 최고 운영 책임자에 이르는 수직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은 여러 책임 레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NYCHA의 모든 
중앙 사무소의 부서는 주택국 소유의 부동산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서는 업무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HUD 합의서에는 준법부, EH&S 및 품질보증부에 대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폐기물 및 해충 관리부(Waste and Pest Management Department)는 
모니터링 부서를 개설할 계획이며, 가정건강부(Healthy Homes Department)는 곰팡이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를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NYCHA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제를 겪는 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을 누가 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사무소 내의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는 포트폴리오 전반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일을 담당하며, 보로 사무소 내의 보로 행정팀은 해당 프로젝트를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 계획에서 근린지역 모델(Neighborhood Model)의 
중요한 원칙은 NYCHA 직원이 해당 부동산 또는 이웃 차원에서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NYCHA는 벤더를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NYCH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벤더를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조달 
절차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YCHA는 건설의 경우 모든 건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택국의 자본 기획부와 부동산 개발부의 노력을 통합하여 명확한 
우선순위를 반영한 단일 파이프라인을 필요로 합니다. 

 명확한 데이터 중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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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 합의서는 NYCHA가 명확하게 정의된 데이터 중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추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NYCHA는 XRF 테스트 결과 또는 난방 중단 보고서 등을 포함한 
다량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NYCHA는 이제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을 통해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분석을 마친 후에 
운영부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응 방법을 선택하고, 교육, 채용, 직원 배치, 기타 투자 등과 
관련하여 어디에 노력을 집중시킬지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또한 각 레벨의 NYCHA가 취약 부문의 개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모델 및 새로운 지배구조에 통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사실이 반영된 보고서는 각 관할권에서 상하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CEO와 최고 운영 
책임자는 NYCHA가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순응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합니다. 보로 부회장은 
해당 보로의 준법 여부를 파악합니다. 각 근린지역 책임자는 근린지역이 HUD 합의서의 
데이터 중심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하는 관할 구역이 명시된 
데이터 중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부서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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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아웃 박스] NYCHA의 사명 및 비전 

NYCHA가 현재와 미래에 직면하고 하게 될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응하도록 포지셔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목표와 포부를 반영한 사명 및 비전 선언문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써 주택국은 행정팀과 기타 직원들이 
조직의 사명과 미래의 비전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새로운 사명과 비전 
선언문에서는 NYCHA 주민과 섹션 8 참여자들에 대한 주택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NYCHA가 
뉴욕시를 구성하는 근린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명 선언문  

NYCHA는 뉴욕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면서 경제적 유동성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수준 높은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비전 선언문  

NYCHA는 부동산 담당 직원에서 중앙 사무소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전환하기 위해 운영 방침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NYCHA는 또한 인적 자본 영역을 확대하여 교육, 보건, 취업 기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 
대한 더욱 심화된 사회적 투자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배구조 

HUD 합의서를 도출한 배경과 변화를 위한 청사진의 범위 및 복잡성을 고려할 때 주택국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민첩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 계획 프로세스는 NYCHA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 구조에 대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NYCHA의 이사회는 3명의 주민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시장이 지명합니다. 
시장은 한 명의 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뉴욕주 공공주택법(Public 
Housing Law, PHL) 402절 및 NYCHA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NYCHA의 조례에 따라 회장은 NYCHA의 CEO의 역할도 담당하며 주택국의 비즈니스 및 
대외활동을 감독하게 됩니다. 부회장은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무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 미팅에서 계약, 
결의안, 정책, 발의, 규칙, 규정 등에 대한 투표권 행사가 포함됩니다.  

PHL에는 회장이 정규직 유급 직책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의 주택국 
이사회의 역할은 정책 및 조직 감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YCHA는 역사적으로 회장과 총괄 관리자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직책의 분배 방법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이렇게 양분화된 
접근방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며 이사회와 직원의 역할을 서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변화를 위한 청사진에 상세하게 명시된 다양한 변화를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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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해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환 계획에 명시된 기타 변화와 함께 NYCHA는 PHL에 대한 적법한 변화를 제안하며 
다음의 개선된 지배구조와 리더십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하도록 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현재 NYCHA 조직도는 부록 A 참조).  

 

A. 회장 및 이사회  

NYCHA의 지배구조에 제안된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 회장과 CEO의 역할을 두 개 직위로 
분리하고 CEO가 전체 이사회에 직접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업계에서 일반적이며 책임감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더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HL의 변화를 통해 회장은 모든 NYCHA 이사들과 함께 시장이 
지명한 파트타임 무급 직원을 가지게 됩니다. 회장과 전체 이사회의 역할은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을 감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를 촉진하기 위해 NYCHA는 
3개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내의 기존 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위원회 헌장은 부록 I에 첨부했으며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기존의 위원회는 감사 및 재무 위원회(Audit & Finance Committee)입니다. 이 
위원회는 균형 잡힌 재무 및 정책을 실행하고 NYCHA의 재무 보고의 정직성을 확보하며, 
재무 성과를 추적하고, 내외부 감사기관과 조율하며, NYCHA의 재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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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준법 및 자본 위원회(Operations Compliance & Capital Committee)는 NYCHA의 진행 
중인 업무 및 자본 업무를 검토하고, NYCHA 운영이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운영 및 자본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성과를 추적하고, 장기 포트폴리오 기획에 
대해 권고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주민 및 지역사회 대외업무 위원회(Resident & Community Affairs Committee)는 NYCHA 주민 
및 지역사회 대외업무를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촉구하고 포트폴리오 전반의 안전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배구조 위원회(Governance Committee)는 기업 지배구조가 공공 부문 및 NYCHA에 대한 
적용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사회에게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현재 모범 사례를 알리고, 
모범 사례에 맞추어 이사회 구성원 교육 및 개발에 대해 이사회에 권고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주택국은 HUD 및 업계 모범 사례와 조율하여 매년 이사회 구성원 교육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YCHA는 2021년 1분기에 이들 위원회가 공식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 최고 경영 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새로운 지배구조에 따라 CEO의 역할은 이사회의 정책 방침을 실행하고, NYCHA 최고 
경영진을 채용 및 관리하며, 조직에게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 
CEO는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요 직책을 감독하는 4명의 최고 경영진과 함께 
최고 경영진들을 이끌게 됩니다. NYCHA의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도록 수정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조직 구조를 적용하도록 융통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장은 CEO를 
지명하며, 향후 9년 또는 이보다 짧은 합의서 기간에 새로운 지명을 하려면 시장, HUD, 
SDNY 사이에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C. 최고 운영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CEO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COO는 기존의 총괄 관리자 구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COO의 주요 책임은 부동산 관리 및 유지보수팀,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팀, 공공 
안전팀 및 보로 행정팀을 포함하여 아래에 설명된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의 업무를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조직 부서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HUD 합의서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품질 관리부는 현재 총괄 관리자에게 업무를 보고하듯이 COO에게 
계속 업무를 보고하게 됩니다. COO 포트폴리오에는 모든 가구와 바우처가 동일한 행정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NYCHA의 임대주택(Leased Housing)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D. 최고 자산 및 자본관리 책임자(Chief Asset & Capital Management Officer, CACMO) 

이 직책은 기존의 부동산 개발부(Real Estate Development Department)와 자본 
프로젝트부(Capital Projects Department)를 통합하는 NYCHA의 새로운 직책입니다. 새로운 
부서는 주택국 건설 관련팀의 기존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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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팀은 공통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고, 전략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포트폴리오 
기획과 비용 효율적인 프로젝트 실행 및 관리를 통해 NYCHA 아파트에 종합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NYCHA의 부동산 관리팀의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지역사회 및 주변 지역을 강화하며, NYCHA 주민들에게 개선된 보건, 
교육, 여가 활동,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찾기 위해 종합적인 근린지역 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건축 자재와 건설 방법을 선택하고 주민의 생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통합하며, 건물 성능과 관리를 개선하여 NYCHA의 주택 
포트폴리오가 미래를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부서는 아래의 10장에 상세 설명된 바와 같이 주택 보호 트러스트(Housing 
Preservation Trust)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주택 보호 트러스트는 새로운 부서를 
통해 확장적인 건설 업무를 계획하고 감독하기 위해 소규모 직원을 갖출 예정입니다. 
NYCHA의 자본 지원금은 더 많은 개발지역이 PACT 섹션 8 및 안정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듭니다. 기존의 자본 프로젝트부의 업무도 전환되어 소규모의 대체 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기획 절차를 통해 모든 건물에 대한 계획을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신규 부서는 또한 부동산 관리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택국의 투자금을 
보호하고 프로젝트의 전환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부는 앞으로도 PACT/RAD 거래를 감독하면서 주택 보호 트러스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기획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NYCHA가 공공주택에서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지원으로 포트폴리오 전반의 전환을 실행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섹션 8 
주택 지원 페이먼트(Housing Assistance Payment) 계약 조항의 사후 장기적 요건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 자산 관리부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 최고 재무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 

CFO는 CEO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NYCHA의 모든 예산, 회계, 재무 기획, 위험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운전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재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하고, 이사회의 재무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균형잡힌 조언을 제공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CFO는 NYCHA가 부동산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감독하며 
부동산 관리자에게 개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 최고 행정 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 CAO) 

CEO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CAO는 인사, 정보 기술, 총괄 서비스, 공급망 관리 등을 포함한 
행정 업무를 감독합니다. CAO는 NYCHA의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인 
보로 행정팀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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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타 CEO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업무 분야  

4개 부분의 최고 책임자를 감독하는 것 이외에도 CEO는 커뮤니케이션, 정부부처간 업무, 
전략 및 혁신, 법무부 등은 물론 HUD 합의서가 요구하는 대로 준법, 환경보건 및 안전 
업무를 직접 관리합니다.  

 NYCHA의 새로운 운영 모델  

NYCHA는 15년 후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내 최초의 주택기관이 될 예정입니다. 
대공황부터 현재의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NYCHA는 뉴욕시의 실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대별로 NYCHA의 역할은 부동산 소유주에서 
부동산 관리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등으로 달랐습니다. 오늘날 주택국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활동은 1934년 Fiorello La Guardia 시장이나 Langdon Post 회장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도전과제를 수행할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2020년에 NYCHA가 수행할 의무, 기대치, 책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NYCHA의 업무 범위에는 독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Brooklyn 개발지역이 독립적인 공공 
주택기관이라면 NYCHA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의 공공 
주택기관인 동시에 최대 규모의 다가구 소유주 겸 단일 도시 부동산 관리자인 기관을 
관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수 십 년 동안 유예된 자본 투자와 만성 자금부족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YCHA에게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관리를 
활성화할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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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HA를 전환하려면 운영 구조와 업무수행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래에 요약된 
근린지역 모델은 해당 부동산 및 근린지역 차원에서 조직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한 주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문화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근린지역 모델: 핵심 원칙 

NYCHA의 업무 범위는 조직에게 어려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직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직 구조는 지속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솔루션을 구축하는 대신에 최전선 직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15 예를 들어, 지역 자산 관리자는 
현재 22마일 떨어진 두 곳을 답방하고 있는데 이동할 경우 자동차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부동산을 예의주시"하도록 
고집할 수 있을까요? HUD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행동 계획은 최전선 직원에게 새로운 
준법 부담을 주고 있고, 자원의 확충 없이 직원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NYCHA 직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이러한 불공평한 부담을 줄이고, 직원의 
실패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성공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NYCHA 개발지역은 기존 근린지역 내에 건설되며, 완전하게 대체되기도 합니다.16 NYCHA 
개발지역과 주변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주민을 주변 지역 및 도시와 분리시켜 자급자족 
커뮤니티로 생각하는 내부적 관점에서 조성된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주택국의 
개발지역을 지원하는 새로운 부동산 중심의 관리 모델은 개별적인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NYCHA 개발지역과 주변의 근린지역의 유대감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주택국을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PACT 또는 주택 
보호 트러스트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지역을 선정하면서 주택국은 더 효율적이고 관리가 
용이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향후 NYCHA는 Manhattan, Bronx, Brooklyn, Queens/Staten Island의 4개 지역(보로) 조직 
산하에 부동산 관리부를 개설 예정입니다. 각 팀은 보로 VP가 이끌게 되며 현재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 보로 구역으로 구성된 혼합 금융 및 NGO1 개발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하는 모든 NYCHA 개발지역을 감독 및 지원하게 됩니다.  

4개 보로 조직은 각각 근린지역 그룹으로 분류되며, 근린지역 그룹별로 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규모 부동산 관리 규정에 부합하며 기존의 
NYCHA의 상이하며 혼란스러운 지역 구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시스템에 

                                                       
15 전환 계획, Property Management Workshop, 2020년 2월 19일;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p. 10, 408, 421, 457. 
16 Marcuse, Peter, The Beginnings of Public Housing in New York. Journal of Urban History. 1986;12(4):35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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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역 자산 관리자(Regional Asset Manager, RAM)는 동남쪽 Rutgers Houses, Staten 
Island의 Stapleton Houses, Canarsie의 Bay View Houses를 감독합니다. 또한 South Bronx의 
Jackson Houses, Westchester 카운티 주변의 Edenwald Houses 및 Boston Secor도 
감독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지리적 문제점이 없어도 충분히 어려운 
역할입니다. 

 

지리적으로 구분된 보로로 이동하면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근린지역 레벨에서 제공하는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주택국은 30개의 근린지역 포트폴리오를 조성하여 각각 4,000-
8,000 가구로 구성되도록 하며,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개별 
부동산의 규정 준수에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및 
통제권을 근린지역 책임자에게 더 많이 위임할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된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RAM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상황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Brownsville의 근린지역 
책임자는 Brooklyn의 Rockaway Avenue와 Van Sinderen Avenue 사이에 
위치하는 9개 개발지역을 감독합니다. Alphabet City-LES의 근린지역 
책임자는 Avenue B 및 Avenue C를 따라 위치하는 5개의 소규모 부지와 
함께 FDR 인근 3개의 대규모 개발지역을 감독하게 됩니다. 

뉴욕시 근린지역에 NYCHA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조성함으로써 
근린지역 책임자가 해당 근린지역 및 주택 개발지역의 고유한 요구사항 
및 도전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YCHA는 더 
많은 감독자들이 "건물을 감독"하도록 하며, 포트폴리오 현장과 
상대적으로 가까워 각 책임자가 현재의 RAM 구조보다 각각의 주택 
개발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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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 책임자는 전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NYCHA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근린지역 주택 포트폴리오 담당자가 되어 
주민의 희망사항, 요구사항, 문제점 등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지역의 우선순위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수립하고 그러한 우선순위를 보로와 중앙 
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근린지역은 중앙 사무소와의 주요 연락지점이 됩니다. 각 근린지역은 부동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민첩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HR, 공급 관리, 재무 
등을 포함한 전담 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의 일환으로써 주택국은 현장 부동산 개발 사무소가 없으며 다른 지역의 직원이 
관리하는 모든 "통합된" 개발지역도 평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통합된 부동산은 일부 
대규모 부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규모가 더 작고 분산된 개발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지역은 적용 범위가 분리되어 있으며 고유한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린지역 모델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모든 통합된 
개발지역은 재구성 가능성 또는 보장된 경우 새로운 부동산 관리 사무소에 대해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국은 전체 또는 일부 직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관리 사무소에서 
0.5마일 이상 떨어진 대규모 부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보로 행정팀 

4개의 지리적 보로 조직은 인사, 정보 기술, 조달, 재무팀 등 필수적인 중앙 사무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담당자와 중앙 
사무소 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간의 벽을 허물려는 목적을 가지고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 업무를 해당 부동산 가까이에서 제공하고 현장 직원의 빈번한 불만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입니다.  

보로 부회장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는 보로 행정 책임자는 근린지역 및 부동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모든 중앙 사무소 지원 업무를 구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각 보로 사무소에 다양한 부서의 직원이 배치되지만 이들은 각각의 중앙 
사무소 책임자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침은 모든 보로에서 일관성 있게 
프로세스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Brooklyn 보로 사무소에는 공석, 
채용, 신규 직원 교육, 기타 직원 활동 등에 대한 정보 및 활동을 담당하는 HR 직원이 
배정됩니다. 행정 업무 목록을 시 전체 및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므로 HR 직원은 다른 보로 
및 중앙 사무소 HR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로의 코디네이터는 직무 라인을 통해 중앙 사무소의 책임자에게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경력 개발 및 진로를 더욱 개선하고, 더 표준화된 평가를 하며, 운영 성과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국은 성과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각 보로 팀이 
정해진 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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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징수 

NYCHA는 일반 주택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령한 총 임대료는 2019년 
동기간에 8억 400만 달러인데 비해 7억 51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NYCHA는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총 수익금이 4%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2020년 3월 20일 행정명령 
202.8을 발효하여 90일 동안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이러한 금지 명령을 10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의회는 3월에 2020년 8월 24일까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거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CARES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가지의 강제퇴거 금지 명령은 현재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뉴욕주 입법부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를 강제퇴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법(Tenant Safe Harbor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무제한 지속될 것이며 사업체 및 모임에 대한 
COVID-19 관련 제한이 모두 해제될 경우에만 만료됩니다. 질병통제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도 최근에 소득이 상당히 감소한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CDC의 금지 조치는 
2021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NYCHA는 앞으로도 강제퇴거와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 및 
행정명령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2021년에도 임대료 징수율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연체된 가구 수는 COVID-19 이전에도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로 연체 가구는 미납액이 0보다 큰 가구로 정의됩니다. 임대료 연체 가구수는 2019년 
9월에 36,663 가구에서 2020년 9월에 44,005 가구로 1년 사이에 20%(7,342)나 증가했습니다.  

월별 임대료 연체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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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누적 징수율은 NYCHA가 징수해야 하는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추적하며 HUD가 
주택국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NYCHA는 예전에 9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부터 12개월 징수율은 90% 아래로 떨어졌으며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대료 누적 징수율은 2020년 2월 88%였고 2020년 9월에는 84%였습니다. 임대료 징수는 
계절별 동향을 따르지만 작년 동기간(2019년 9월)에 임대료 누적 징수율은 89%였습니다. 
NYCHA는 연말에 6700만 달러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월 기준 보고서로서 이전 연도의 12개월 평균치와 2020년 9월의 최신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누적 징수율(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임대료 누적 징수율(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 

 



2020년 11월 16일 – 논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배포를 금지합니다. 

31 
 

 

NYCHA는 최소한 15년 전부터 관리 사무소에서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의 
장소(은행)에서 우편 방식으로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주민과 직원의 안전 및 사무소에 임대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NYCHA는 현재 주민들에게 다음의 8가지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YCHA는 기존의 임대료 징수 방법은 충분히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원인인 것입니다. NYCHA는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성적인 임대료 
미납 해결 그룹(Chronic Rent Delinquency Working Group)을 개설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PHTA는 COVID-19로 인해 누적된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징수하고 변제 합의서에 관한 현재 정책을 강화 및 개선하며,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분류하며(최선의 방법을 우선화하고 결정하기 위해), 기타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유지보수 업무 – 업무 지시 개혁 

유능한 전문 인력은 NYCHA 개발지역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직원은 
배관 및 전기 관련 응급 상황을 해결하고, 다양한 건물 및 아파트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기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화되어 있고 업무 규칙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전환 계획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주민과 직원들은 전문 인력을 해당 부동산 가까이에 배치할 
경우 NYCHA가 유지보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NYCHA는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채택했던 구조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산 제한 문제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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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의 부담 때문에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거의 3,000명의 직원이 감원되어 주택국은 더욱 
집중화된 모델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분산된 형태의 모델로 전환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린지역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국은 Western Queens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전문 인력을 배정 및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도장공, 목수, 배관공 등을 포함하여 가장 수요가 많은 인력을 개별 개발지역으로 이동하여 
근린지역 감독자와 기획자가 감독 및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전문 인력은 
근린지역으로 이동하여 2-4개 개발지역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 인력을 개별 
현장에 있는 팀으로 분산할 경우의 장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장에 팀이 상주하여 
주민과 직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은 해당 건물과 시스템이 직면한 독특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 인력을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 지시의 경우 
팀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을 정하기 위해 더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현장을 이동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므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YCHA에서 전문 인력을 분산시키려는 이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NYCHA는 2019년 말에 Carpedia라는 작업 지시 성과 개선 전문가와 함께 체험적 
설계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체험적 설계는 주택국의 상징이 된 하향식 설계 및 실행 
방법보다 설계 프로세스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성과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작업 지시 프로세스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합니다. 보로 개발지역 직원과 직원 중심 그룹은 작업 지시 프로세스를 매핑했으며, 
이중 일부는 보로 전체에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Carpedia는 1) 성과 관리, 2) 인력 
배치, 3) 업무 범위 할당, 4) 작업 배정, 5) 소모품 관리 등 5가지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야를 찾아냈습니다. 전체 권장사항 목록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Carpedia는 또한 NYCHA의 작업 지시 적체 문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리소스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원들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권장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시험 프로그램으로 예상된 결과를 
얻을 경우, 2021년 말까지 전체 NYCHA 포트폴리오에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Kronos 
직원 근무시간을 Maximo 근무 시간으로 매핑하는 것을 포함한 시범 프로그램과 "업무 
기반 접근방법"을 위해 마련된 프로세스 변경 사항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 기반 접근방법으로 주민의 최초 통화부터 가구의 전체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완전한 추적을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아파트를 처음 방문할 때 모든 서비스 요청 
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 인력의 시범 프로젝트를 전체 개발지역으로 확장할 경우 NYCHA는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국에 존재했던 역할과 유사한 유지보수 감독자를 근린지역 레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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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NYCHA 업무에는 2가지 트랙이 있는데, 
우선 관리 트랙은 부동산 관리자와 주택 담당자의 행정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고, 유지보수 
트랙은 전문 인력과 유지보수 작업자의 수리 업무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트랙인 주민 건물 감독자가 관리 트랙인 부동산 관리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업무 
라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자산 관리자는 두 가지 트랙 중 하나에서 선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 트랙에서 선출됩니다. 근린지역 레벨에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지시가 더 많으므로 유지보수 직원 배정을 감독하고 개발지역 유지보수 직원에게 
전문적인 기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유지보수 부책임자가 근린지역 
책임자를 보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작업 일정(Alternative Work Schedules, AWS) 

근린지역 모델과 부동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NYCHA는 
더 융통성 있고 신속한 관리인 및 유지보수 직원 일정을 수립하고, 업무시간 이후와 주말에 
각 부동산의 상태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첫 번째 절차로서 NYCHA는 관리 직원의 서비스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관리 
직원은 구내와 복도 청소 및 기타 위생 작업을 담당합니다. 2018년말 NYCHA와 Local 
237(NYCHA 개발지역 직원을 대표하는 조합) 사이에 체결된 합의 결과로서 건물 서비스 
직원들은 NYCHA 부동산에 전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4시 30분의 근무 시간에서 1주일에 4일, 10.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는 대안적 
작업 일정(Alternative Work Schedules, AWS)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2019년 
4월 일부 개발지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0년 2월에 전체 개발지역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건물 서비스 직원의 약 75%는 대안적 작업 일정으로 
배정되었습니다. 

AWS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주간 근무시간을 재분배하고, 직원이 
근무하는 날 근무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입안자들은 특히 쓰레기 투척과 같은 
주민의 문제에 더욱 잘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AWS에 따라 특정 요일에 업무 배정을 받은 
개발지역 직원의 비율은 92.5%(매주 월요일, 주말에 발생한 쓰레기 담당), 금요일 62.5%, 
토요일과 일요일 30%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주말의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는 주말 근무 인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통적인 작업 일정에는 관리 직원의 100%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일하고 "1/3 + 1"명의 관리 직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5시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AWS 일정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 직원이 더 적으며 직원의 30%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30명의 관리 직원의 경우, 주말 당직 관리 
직원의 수는 실제로 2명 줄었습니다(11명에서 9명으로).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은 개발지역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말에 예정되었거나 예정되지 않은 모든 업무에 대해 평소 직원 임금의 1.5배가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주말의 초과근무 수당과 동일한 요율이었습니다. AWS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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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예약된 주말 작업에 대해 평소 임금의 1.2배를 받고, 다른 모든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AWS로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AWS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주민들과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17 2020년 6월, 이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서 NYCHA는 비영리 
정부 혁신 기관인 공공 정책 연구소(Public Policy Lab)를 채용하여 Caretaker AWS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조언하도록 했습니다.18 컨설턴트는 3곳의 부동산 관리 현장을 
선정하여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NYCHA는 NYCHA 주민과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AWS 및 의도한 장점에 관한 시 전체의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약 90%, 주민의 68%는 AWS가 실행된 
후부터 개발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근무 기간과 
거주 기관 전체에서 일관되었습니다.  

일부 개발지역에서 직원과 동행하며 인터뷰하고 시 전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 정책 연구소는 AWS가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책임감, 교육, 
생산성, 직원의 사기, 안전, 관계). 공공 정책 연구소는 다음의 이유로 대부분의 관리 
직원을 위해 AWS를 폐지하고 나머지 직원을 위해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NYCHA에게 
권장했습니다. 

o 현재 AWS 일정에 따라 연장된 근무 시간에 충분한 업무 적용 범위를 제공하려면 
최대 55%의 직원 증원이 필요.19 20 

o 월요일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주간 일정으로 필요한 작업을 
완료할 직원이 부족합니다.  

o 감독자들이 보고했듯이 유동 직원이 제공하는 장점이 제한되어 있어서 
경험이 없는(및 다소 책임감이 없는) 유동 직원을 필요한 때에 현장에 
파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직원을 필요한 수준까지 증원해도 AWS는 약속한 효과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o 근무시간 연장도 비생산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에는 직원이 
저녁 시간에 개발지역 전역에서 2인 1조로 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리 직원들은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 안이 아니라 관리 사무소 근처에서만 
일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o 공공 정책 연구소가 기술했듯이 AWS는 "직원들 사이의 동지애와 신뢰감을 
저하시켰습니다. 관리 직원은 과거에 전통적인 일정에 따라 함께 일했지만, 
이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자신의 

                                                       
17 전환 계획, Resident Association Breakfast, 2020년 2월 12일; Property Management Workshops I and II. 
18 KPMG Roadmap, p. 46;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 62. 
19 부가 수당률이 80%임을 감안할 때 초과근무 요율이 신규 직원 채용보다 더 비용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 상당한 충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직원의 수는 COVID-19로 인해 결근 인원이 평균보다 많은 기간에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비율은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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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관리 직원이 다음날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AWS 일정에 따라 일함으로써 관리 직원의 
개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일부 관리 직원은 장시간 근무 
및 이른 시간 출근이 가족의 일상 생활에 깊이 영향을 주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 관리 직원을 위한 AWS는 재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금 지원을 받아도 약속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 정책 연구소는 건물 
중심의 관리 직원(Caretaker Js)을 다시 전통적인 일정으로 되돌려야 하며, 작업 중심의 
관리 직원(Caretaker G 및 X)은 매일 오전 7시 -오후 3시 30분으로 근무 시간을 정하고 다른 
모든 주말을 교대 근무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NYCHA는 권장사항을 고려하고 있지만 HR은 
전통적인 일정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할 때 Caretaker X 및 G가 Caretaker J로 자발적으로 
강등하기로 선택한다는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주말 업무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일 
경우, 주말 종교, 육아 또는 기타 문제점 때문에 직원들이 기본급이 약간 낮은 쪽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YCHA는 이러한 권장사항을 바탕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관리 직원을 새로운 일정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NYCHA는 
전통적인 청소 업무 일정의 입증된 장점과 관리 직원 AWS를 변경하는 것과 철회하는 것의 
장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리 직원 AWS는 직원과 주민 모두에게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제도임이 확인되었지만 컨설턴트가 추가적으로 관찰한 결과, 주민과 직원은 유지보수 
직원들에게 AWS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했음을 밝혔습니다. NYCHA는 AWS를 확장하여 
2021년 1월부터 유지보수 직원들을 포함하기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유지보수 
직원 AWS로 일하는 주민들은 작업 시간 예약을 저녁시간 및 주말로 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지보수 직원 AWS와 관리 직원 AWS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 
직원 AWS에 따르면 이른 아침 교대는 없습니다. 또한 20%의 주말 차등 요율 대신에 
토요일에 일하는 직원들은 25%의 차등 요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은 
표준 초과근무 요율에서 50%의 차등 요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관리 직원 AWS와 
마찬가지로 AWS 일정을 따르는 유지보수 직원은 AWS 교대 근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1회성 보너스로 $1,500를 수령합니다. 

전통적인 오전 8시 - 오후 4시 30분 일정 이외에도 유지보수 직원 AWS 일정 I에는 1개월에 
2일의 주말 근무가 포함되며, 평일 4일은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에 근무가 
끝납니다. AWS 일정 II에도 1개월에 2일의 주말 근무가 포함되며, 평일 4일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7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AWS 일정 III에는 3주마다 단 1일의 주말 
근무가 포함되며, 평일 4일은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에 근무가 끝납니다. 일정 
I과 II는 유지보수 직원 배정의 68%를 차지하고 전통적인 일정은 16%에 해당합니다. AWS 
III도 16%를 차지합니다. 선호하는 현장 및 교대 근무 선택은 2020년 11월 2일에 시작되며 
2020년 11월 27일에 끝납니다. 추가적인 56명의 유지보수 직원 또는 2.5개 개발지역마다 
1명의 추가 직원이 직원 수에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의 추가적인 응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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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도 응급 서비스부(Emergency Services Department, ESD)에 할당됩니다. 증가된 
감독에 대한 계획, 컨설턴트의 기타 권장사항은 현재 연구 중입니다.  

 부동산 관리자 및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 

NYCHA 부동산 관리자는 각 개발지역을 담당하는 리더로서 현장에서 업무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 지원팀, 사무 보조원팀, 비서팀을 감독합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또한 
현장에서의 모든 유지보수 작업을 관리하는 주민 건물 감독자를 감독합니다. 전환 계획 
근린지역 모델의 핵심적 요소는 NYCHA 부동산 관리자에게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부동산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 사무소의 구조는 NYCHA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핵심 장소이므로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부동산 관리자가 개발지역에서 
소유권을 더 확보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부동산별 예산에 대한 적절한 관여 및 통제권입니다. 
NYCHA는 부동산 관리자를 더욱 잘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부동산 관리자가 보로 사무소에 자금조달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경영진은 보로가 승인한 요청서만 예산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YCHA는 BDO PHA Finance를 고용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HUD의 자산 관리 
요건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NYCH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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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자는 기본 및 고급 예산수립 개념, 총계정원장 구조, 재무 보고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HUD 자산 관리 개념 등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2021년 예산 및 5개년 
운영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부동산 관리자는 해당 부동산을 위한 예산 수립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자는 개발지역 관리형 계약, 소모품, 장비, 
기타 OTPS 자금을 위해 운영 리더십이 고려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직접 제출합니다. 이 
새로운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NYCHA는 HUD 자산 관리 요건(24 CFR 990에 성문화)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 예산에 대해 더 많은 현지 통제권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NYCHA 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NYCHA는 부동산 관리자를 예산 절차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의 기초를 
반영하도록 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과 같은 다른 부서를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방법을 사용합니다.  

I 단계 진행 상황 및 목표 

초기 단계에 부동산 관리자는 각 부동산 관리를 위해 "소유권" 접근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유지보수 자료 및 계약을 위해 특정 예산 책임 그룹(Budget 
Responsibility Group, BRG) 라인 항목을 위해 예산액을 제공하는 데 포함됩니다. BRG 라인 
항목은 하나의 집합적 예산을 가지지만, 예산부와 함께 BRG 라인 항목 내에서 예산액을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 관리자의 주요 책임입니다. NYCHA는 이미 모든 부동산 관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예산 절차와 기술 요건에 대한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주택국은 부동산 
관리자와 초기 교육 세션에 참가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 68%가 GL 계정 구조에 대해 잘 이해한다고 답변 
• 75%가 자유재량 계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고 답변 
• 80%가 본인의 예산 담당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답변 
• 67%가 FPAD 교육을 이수하기가 쉽다고 답변 
• 72%가 예산 요청을 입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 

모든 부동산 관리자가 요청된 대로 10월 중순까지 FPAD 데이터베이스에 2021년 예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담당자는 각 재산 관리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요청 내용에 대해 1대 1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예산 담당자는 각 부동산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후속 미팅을 설정합니다. 예산 담당자는 각각의 부동산 
관리자와 1회 이상 만났지만 부동산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친숙함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예산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미팅을 열어야 
했습니다. 

NYCHA는 또한 특정 작업 지시 활동에 대한 대응 시간을 늘리기 위해 보로 대신에 지역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2021 회계년도 동안 완료해야 하는 권장되는 장기 목표는 
전문 인력이 근린지역 또는 부동산 차원에서 배치되도록 전문 인력 모델링을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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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것은 직원 채용을 위한 리소스가 충분한지의 여부 및 부동산에 정규직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작업 지시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상되는 혜택에는 
작업 지시 및 비용 효율성에 대한 더 나은 대응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산 관리 
요건입니다. 전문 인력 모델링에는 전문 인력의 배치 방법에 대한 다양한 변형과 가족, 
노인 및 다양한 가구 유형의 단면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II 단계 목표 

NYCHA는 2022 회계년도를 준비하기 위해 2021 회계년도에 자산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관리자를 위한 부동산 운영 및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 재무 명세서의 이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NYCHA는 
현재 비용 할당 방법을 검토하여 서비스별 비용 부과 방식을 개선할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비용 할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간접 비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비용 부과 방식은 비용 할당 계획 대신에 사용되거나 24 CFR 990, 
서브파트 H에 따라 특정 활동에 요구되는 경우 간접비를 만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안적 관리 옵션 

규모가 더 작은 NYCHA 개발지역이 민간 부동산 관리업체에 의해 일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에 따라 이러한 업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들 개발지역을 앞으로도 
관리하게 되지만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근린지역 책임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이들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감독하고 상급 기관에 전달합니다. 부동산을 민간업체가 관리할 
경우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NYCHA는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주택국은 민간업체 관리 기회를 위한 전략적 부동산 또는 부동산 클러스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모든 신규 관리 계약을 하는 민간업체는 해당 근린지역 책임자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HUD의 24 CFR § 964.225 (b)에 따라 모든 주택기관은 "HA와 관리 계약을 하려는 입주 관리 
법인에 대해 완전하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현지의 부동산 관리 및 생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NYCHA는 입주 관리 법인(Resident 
Management Corporations, RMC)을 구성하기 위해 주민 리더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RMC는 1990년 중반부터 HUD 규칙에 따라 허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을 실시한 도시에서는 아직 RMC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RMC 현장의 부동산 상태에 문제가 많았고 그렇게 훼손된 상황에서 부동산 관리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RMC의 과거 이력과 관계 없이 NYCHA는 주택 보호 
트러스트를 통해 섹션 8 플랫폼으로 재건하고, 자본을 재구성하고, 전환한 부동산을 위해 
부동산 관리팀 조직의 한 옵션으로 이 모델을 고려할 것입니다.21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는 

                                                       
21 섹션 8에 따라 RMC를 두어야 하는 법적 요건은 없지만 NYCH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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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지원하고, 주민 권한 위임 및 채용의 기회 창출과 관련하여 RMC를 위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NYCHA는 향후에도 모든 입주 관리 법인에 대해 정식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노동자 및 집단 교섭  

NYCHA의 직원은 노조 가입이 매우 보편화되었으며 직원의 약 3.5%만 경영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직원의 거의 70%가 국제 트럭운전자 연대(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Citywide & HA Unique)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머지 12%는 다양한 DC37 타이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NYCHA는 인력 관리 업체인 Littler Mendelson을 통해 업무 
규칙 및 기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단 교섭 계약을 재협상하기 위한 기회를 검토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뉴욕시의 일시해고에 관한 대화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NYCHA는 HUD가 HUD 합의서 64(b) 단락에 따라 노조의 계약을 폐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NYCHA는 조합 경영진과 협상과 토론을 지속하고, 더 광범위한 
임무, 저녁 시간과 주말의 추가적인 업무 교대, 기타 업무 규정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직책 구조와 같은 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공주택 임대차 관리(Public Housing Tenancy Administration) 

2020년 초에 NYCHA는 신청 및 임대차 관리를 담당했던 이전 팀들을 통합하여 공공주택 
임대차 관리 담당실(Office of Public Housing Tenancy Administration, PHTA)을 개설했습니다. 
PHTA는 공공주택 대기자 목록 관리 및 신청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하며, 
프로그램 정책을 운영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 집행 활동을 감독하며, 부동산 
소유주로서 서비스 제공 및 NYCHA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실행을 
관리합니다.  

PHTA는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의 경험을 개선하고 부동산 관리팀 
차원에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HTA 산하의 3개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임대차 관리부(Applications and Tenancy Administration Department, ATAD), 
공공주택 대기자 목록과 신청, 양도 등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대차 선정 및 배정 계획(Tenancy Selection and Assignment Plan)을 관리하고 
실행 

• 신청인의 자격 결정, 신청인 및 신규 세대 구성원 선별 
• 공공주택 양도 업무 처리  
• 시기 적절한 전출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실 및 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만료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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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비스부(Management Services Department), 임대차 계약 집행 활동을 감독하여 
부동산 관리팀을 지원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관리 서비스부에는 몇 
가지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리 담당실(Office of Tenancy Administration, OTA) – OTA는 Escalera & 
Tyson/Randolph 동의 판결에 따라 개설되었습니다. OTA는 보존 가능한 계약위반 사건의 
해결을 돕기 위해 계약 종료 및 고충제기 사례를 긴밀하게 검토하고, 법무부에 전달되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든 사건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종결한 모든 사건에 
대한 법적 소송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공공주택 합리적 편의 코디네이터(Hous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Coordinator, 
PHRAC) – PHRAC는 부동산 관리팀이 승인하지 않은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심사합니다. 
PHRAC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PHRAC는 
부서간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편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산 관리팀에게 결정 
내용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지합니다.  
 
공공주택 임대차 정책부(Public Housing Tenancy Policy Unit, PHTPU) – PHTPU는 입주, 임대료 
계산, 임대료 징수, 계약 종료 및 고충제기 등과 관련된 임대차 정책 전문가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정책의 운영 가능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팀은 또한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기술 솔루션을 적용하여 기존 정책과 절차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공주택 임대차 업무부(Public Housing Tenancy Operations Department), 다음의 3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주택 법원부(Housing Court Unit, HCU) - HCU는 Brooklyn, Queens 및 Staten Island의 소유주와 
임차인의 법정 소송을 위한 법원 사건 준비와 직접 출두를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부동산 
관리팀의 행정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시범적 프로그램입니다. 주택국은 법무부와 직접 
협력하고 이러한 업무를 근린지역 모델과 조율하기 위해 이 부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료 징수를 개선하고, 임대계약 관련 정책과 절차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법원 출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세금 감면(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부 – LIHTC부는 NYCHA의 
LIHTC 프로그램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부서는 LLC1 포트폴리오에 대한 
서비스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LIHTC 정책 준수를 위해 세대 임대와 연례 재계약과 
같은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지침을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LIHTC부는 LIHTC 업무 보고 요건을 
위해 투자자와 NYCHA의 파트너, HDC 사이에서 연락 담당자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감사업무 코디네이터와 협력합니다.  
 
RAD/PACT 전환 가구(Conversion Unit) – 이 부서는 부동산 관리팀 활동을 조율하여 부동산 
개발부(Department of Real Estate & Development), 운영/부동산 관리부(Operations/Property 
Management Department), 임대주택국(Leased Housing Department) 등과 협력하고, 결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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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NYCHA 부서 사이에서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연례 재계약(Annual Recertifications) – NYCHA의 연례 재계약(연례 심사) 프로세스는 각 
부동산 관리 사무소의 주택 지원팀이 실시하지만 절차와 정책의 상당 부분은 PHTA 
사무소에서 정합니다. NYCHA는 2017년에 새로운 온라인 재계약 프로세스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사항이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직원들은 이 시스템의 사용이 어렵고, 임대료를 잘못 계산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어려워 NYCHA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조직이 매월 95%의 PIC 제출률을 달성해야 하는 HUD 요건을 준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NYCHA는 시장의 경제기회 담당실(Mayor’s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의 
서비스 디자인 스튜디오(Service Design Studio, SDS)와 함께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SDS의 업무 범위는 주민과 직원이 이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일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리서치는 다음의 2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부담은 줄이면서 적시에 계약 갱신을 촉진하는 리소스를 
구축하기 위해 임대료 재계약에 관한 주민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주택 지원팀이 임대료 재계약에 대해 주민들에게 더욱 쉽게 설명하고 매월 95%의 
PIC 제출율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도구 및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SDS 참여로 주택 지원팀, 주민,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권장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전체 권장사항 목록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주택 지원팀을 위한 권장사항은 중앙 사무소와 주택 개발 현장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개발 및 책임감을 파악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업무량을 
조정합니다. NYCHA는 다음의 방법으로 주택 지원팀의 전반적인 업무량을 줄이는 것을 
우선화할 계획입니다.  

1. 현대화를 통한 주택기회법(Housing Opportunities Through Modernization Act, 
HOTMA)과 관련된 정책 변경을 실행하여 연례 평가의 빈도를 축소 

2. 주택 법원부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 이 시범 프로젝트는 2019년 3월에 15개 주택 
지원팀을 활용하여 Brooklyn, Queens, Staten Island 보로에서 개시되었습니다. Kings 
및 Queens 카운티 법원, Redhook 및 Staten Island Community Justice Center의 모든 
직무, 관련된 사무직 업무를 이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은 부동산 
소유주와 임차인 법원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법원부를 확장하여 근린지역 
모델과 조율함으로써 5개 보로의 주택 법원의 소송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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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지원팀의 직원은 주민들이 임차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택 소유주의 핵심적 관리 업무 범위를 넘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등의 근본적인 압박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종종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하도록 역할을 설계하기 위해 
주택 지원팀과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개발지역 전체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고해야 합니다. 교차 개발 학습을 
촉진한다면 현장간 연결을 공식화하고, 더욱 단결된 정책 해석과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권장사항에는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급자족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DS 리서치에 참여하는 주민은 프로세스가 낯설고, 불공정하고, 
부담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꼈습니다. NYCHA는 일반적 정의에 대한 
정보, 정보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주민들이 질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계산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NYCHA는 필요한 문서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안내를 줄이기 위해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여 연례 재계약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지원팀과 
주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기존의 지역사회 파트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든 개발지역 현장에서 추천 네트워크에 
언제 어떻게 소속되었으며 누가 소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NYCHA는 일부 
주민들은 개인용 기기나 안전한 공용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개선하고, Digital Vans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개선하며,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추가적인 접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권장사항은 연례 심사에 사용되는 ePortal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기 리서치 
결과로 볼 때 NYCHA는 ePortal의 개선된 설계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SDS와 협력하여 
작업을 개시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NYCHA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팀은 
SDS 및 PHTA 팀과 협력하여 ePortal 클릭스루 경험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설계 작업은 
2020년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과 직원이 2021년 2월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재계약에 맞추어 2021년 3월에 새로운 ePortal 화면을 
런칭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팀 

NYCHA는 HUD 합의서를 준수하기 위해 조직의 주요 원칙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1) 납 
성분, (2) 곰팡이와 누수, (3) 해충과 폐기물 관리, (4) 엘리베이터, (5) 난방 등을 포함한 
5가지의 핵심 분야에 대해 실패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즉각적인 감독 및 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환 계획은 특정 업무를 해당 부동산이나 근린지역 레벨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NYCHA는 
이와 동시에 명확한 책임과 감독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준법 관련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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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개선하는 일을 담당하는 전담 팀을 개설해야 합니다. 각각의 주요 분야에는 전담 
부서가 있어서 HUD 합의서에 포함된 시행 계획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러한 부서들은 개별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학을 하는 중앙 사무소의 부서에서 파견된 담당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와 이 분야의 운영부 조직의 나머지 구성원들의 업무는 
제7장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환경보건 및 안전부와 준법부의 전문 그룹이 심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다음의 핵심 직무와 능력은 HUD 합의서의 조직 원칙과 조율하게 
됩니다.  

1. 대규모 프로젝트: 각 부서의 계약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 직원은 벤더를 
수배하거나 운영부 조직 내에서 일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을 관리합니다. 
이들 부서는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사소한 청소나 수리에서부터 6개월 마다 
실시하는 위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 전반의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달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운영부가 계약 
범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술 서비스부(Technical 
Services Department, TSD)에서 일한 팀을 포함하여 모든 범위 작성 업무는 자본 
프로젝트부(Capital Projects Division, CPD) 내의 설계부서로 이전됩니다. CPD에는 
현재 건축가와 엔지니어링 직원이 있으며 운영부를 위해 범위 작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데이터 분석: 각 부서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성과 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성과 
추적 및 분석부(Performance Tracking and Analytics Department)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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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는 업무 지시, XRF 및 기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서 
내부나 운영부 조직의 수직 구조에서 직원을 배치할 곳을 결정할 때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 부서는 전략 및 혁신부와 협력하여 각각의 관리 
관할권이 HUD 합의서의 데이터 기반 의무에 부합하는지 보여주는 "예외 목록"을 
배포합니다.  

3. 정책 전문성: 각 부서는 기술 고문을 채용하여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면서 모범 사례 
및 지역, 주 및 연방 규칙이나 규정과 조율하도록 NYCHA가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 및 절차에 반복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절차가 실행 가능하게 되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정보기술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고려하여 
NYCHA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4. 유능한 전문 인력: 각 부서에는 기술 전문성을 가졌으며 더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주택 개발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자체 직원 또는 벤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분석 및 계약 관리부(Operational Analysis & Contract 
Management Department)에는 전문 도장공이 있어서 납이 함유된 페인트 성분 
문제를 해결하도록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작업과 난방 시스템은 기술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엘리베이터 서비스 및 수리부(Elevator Service and Repair 
Department)와 난방 관리 서비스부(Heating Management Services Department)가 
그러한 직원과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곰팡이 측정 및 제거 담당실(Office of 
Mold Assessment and Remediation)은 복잡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벤더와의 계약을 관리합니다. 해충 관리부에는 설치류 퇴치를 전문으로 하는 해충 
구제팀이 있으며, 폐기물 관리팀은 자체적으로 분쇄 압축기 수리부가 있습니다.  

5. 자체 모니터링: 이러한 부서의 다수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분산화된 운영 
모델을 통해 일관성 있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형 감독 기관이나 특별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들 부서와 운영부의 나머지 
기관의 업무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이외에도 준법부와 환경보건 및 
안전부가 모니터링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들 부서에는 기술 전문성이 
높은 분야와 관련된 전담 직원도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부서에도 각각의 기술 서비스팀이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HUD 합의서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줄 "분야별 팀"에 직원을 배정했습니다.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국은 직무와 분야별 전문가를 이러한 부서에 배정하는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업무 분석 및 계약 관리(Operational Analysis & Contract Management, 
OACM)부  

OACM부는 관리 및 기획부, 유지보수부, 수리 및 전문 인력부, 기술 서비스부 등의 기존 
직무를 통합하고, 신규 부서 설립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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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복원 및 '향상된 관리, 계획, 지원 팀'(Team for Enhanced Management, Planning, and 
Outreach, TEMPO) 전담: 일부 도장공팀과 벤더는 모든 페인트 복원, 공용 공간 작업, 주기적 
도장공사 등을 계속 전담합니다. TEMPO는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세대에서 RRP 작업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신속 대응 부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CU6 
세대의 납 성분 페인트 복원 및 RRP 작업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합하여 단일 부서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납 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와 무관한 기술 서비스: OACM은 엘리베이터와 난방을 담당하고 응급 서비스부를 
관리하는 지원 서비스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기술 서비스부에 포함된 화재 안전, 
구내 및 산업 위생, 규제대상 폐기물 담당자 등을 포함한 기타 직무를 흡수할 예정입니다.  

관리 및 기획: OACM은 운영부를 대신하여 대규모 계약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 운영 변경을 개시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관리 및 기획부를 지속적으로 포용하게 
됩니다. 규정위반 단속부는 관리 및 기획부로 전환됩니다. 

 가정건강부(Healthy Homes) 

과거에 가정건강부에는 PAIS(해충), 납 및 곰팡이를 포함한 3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PAIS는 새로운 부회장 산하의 폐기물 관리부와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석면 부서 
두 곳은 유지보수, 수리 및 전문 인력부 산하에 있으며, 기술 서비스부 산하에 있는 한 
부서는 전담 책임자를 갖춘 가정건강부 산하의 한 부서로 통합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정건강부(Healthy Homes)가 환경보건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건강부는 납 위험 관리부(Lead Hazard Control 
Department)와 곰팡이 측정 및 제거 담당실(Office of Mold Assessment and Remediation)을 
통해 납과 곰팡이 분야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담당하게 됩니다.  

근린지역 모델이 실행되면서 가정건강부(Healthy Homes)는 일부 핵심 직무(곰팡이 민원에 
대한 주민 소통 코디네이터(Resident Communication Coordinator, RCC) 및 납 제거를 위한 
먼지 청소 기술자 등)를 조율할 기회를 평가하여 이러한 부서들이 운영 모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확한 연락망을 둘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서비스 및 수리  

NYCHA는 3,100대의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이는 뉴욕시 전체 엘리베이터의 
약 5%에 해당합니다. 473명으로 구성된 엘리베이터 서비스 및 수리부(Elevator Service and 
Repair Department, ESRD)가 관리하는 NYCHA의 엘리베이터에는 과도한 운영, 급격한 노화, 
엘리베이터 축에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물 외벽 부식 등을 포함한 고유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NYCHA는 207대의 엘리베이터 머신, 193명의 엘리베이터 기술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39명의 ESRD 기술자는 뉴욕시 건물부(Department of Buildings)가 발행한 
책임자, 부책임자, 조사관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술자팀은 가동 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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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엘리베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작업과 정기적으로 예정된 예방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엘리베이터 기술자와 보조원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섹터로 분류됩니다. 당분간 ESRD는 
섹터 모델을 사용하게 되지만 근린지역 모델이 실행되면서 ESRD는 잠정적 장점을 
평가하여 근린지역 구성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난방 관리 서비스  

난방 관리 서비스(Heating Management Services, HMSD)는 NYCHA 주민들에게 적절한 난방 
및 온수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HMSD는 건물 전체에 난방을 순환시키는 1,500대 
이상의 보일러와 수많은 배관 및 분배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난방 시스템을 관리하며, 
에너지 금융 및 지속가능성부(Department of Energy Finance and Sustainability), 자본 
프로젝트부(Capital Projects Division), 부동산 관리팀(Property Management), 응급 
서비스부(Emergency Services Department) 등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난방 장치 기술자(Heating Plant Technicians, HPT)는 HMSD의 눈과 귀가 되어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최전선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은 NYCHA의 
노화된 난방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뉴욕시의 마지막 세대로서, 개발지역의 구역 
클러스터를 감독하는 경험이 많은 감독자들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팀은 개발지역 내의 난방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며, 24/7 
"Heat Desk"에 위치하는 중앙 지휘부는 주민들의 난방 관련 민원을 보여주는 라이브 
대시보드와 함께 보일러실의 모니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NYCHA의 건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포트폴리오를 일괄적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HMSD의 내부적 구조 및 조직내 구조는 NYCHA의 난방 장치를 관리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근린지역 모델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NYCHA가 새로운 운영 모델로 
전환하면서 HMSD는 인근 지역과 더욱 잘 조율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재분류하여 근린지역 
책임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부 
전체의 직무를 더욱 잘 조율하기 위해 과거 TSD 산하였던 연료부는 HMSD로 
전환되었습니다. 

 응급 서비스  

응급 서비스부(Emergency Services Department, ESD)는 개발지역 또는 다른 NYCHA 건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여 응급 관리, 조율, 현장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D 직원은 비상 연락 및 고위급 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시간 이후 유지보수 신고에 
대해 대응하며, NYCHA의 3단계 무선 시스템을 24시간 관리합니다. ESD는 NYCHA 감독자 및 
현장 직원에게 직원의 안전, 주요 응급상황 조율,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ESD의 운영 및 구조는 본 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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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 및 해충 관리 

통합된 해충 관리를 통해 NYCHA는 해충 관리 업무를 예방에 주력하는 쪽으로 바꾸었고, 
시기 적절하게 폐기물을 보관 및 처리하게 하면서 해충 구제업자와 유지보수 직원이 
건물에 대한 해충 예방 작업을 하도록 하여 해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YCHA는 해충을 줄이기 위한 전체론적 전략의 일환으로써 폐기물을 
올바르게 폐기하고 수집하여 해충 예방 용기에 보관하거나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폐기물 관리와 해충 관리 업무를 별도로 실시했으며 통합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에 모범 사례를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해충 
관리부(예전의 PAIS)는 가정건강부(Healthy Homes)에 소속되어 있었고, 유지보수, 수리, 
전문 인력부의 업무인 폐기물 관리 업무는 분쇄 압축기 수리를 실시한 세대를 제외하고 
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직무를 조율하고 분야마다 자체 책임자를 두기 위해 
NYCHA는 폐기물 관리 및 해충 관리 담당 부회장을 두었고 분쇄 압축기 수리를 담당하는 
팀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직원을 새로운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폐기물 관리부는 포트폴리오에 전체에 새로운 방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구내 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을 매일 수집하여 올바르게 보관하거나 제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충 관리부는 통합 해충 관리를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실시하도록 돕고, 모든 
근린지역이 본 합의서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NYCHA는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전체 직무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정책을 중앙 
집중화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필요로 하므로 직원과 주민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분야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부를 설립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부는 포트폴리오 전체에 새로운 방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구내 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을 매일 수집하여 올바르게 보관하거나 제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관리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력 배치 및 청소 일정 
• 부동산별 개별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장비 수리 계획에 대한 목록을 작성, 모니터링 및 실시 
• 기존의 내부 및 외부 분쇄 압축기를 관리하고 예방적 유지보수 실시 
• 시기 적절한 서비스를 위해 DSNY 및 제3의 대량 폐기물 수거업체와 조율 
• 개발지역에서 폐기물을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은 
줄이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관리 장비를 조사하고 시험. 

직원의 폐기물 수거, 보관 및 처리 관련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관리부는 모든 통합 
장소에서 재활용 및 대량 폐기물 처리를 늘리는 등의 폐기물 흐름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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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태세를 갖춘 폐기물 처리 능력 – 개발지역의 대형 컨테이너와 외부 분쇄 압축기에 
청소를 통해 수집한 폐기물을 채우고 필요할 때 용량을 늘려 시기 적절하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 판지 포장기계 
• 대형 분쇄기  
• 매트리스 재활용 
• 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 가능한 경우 1층 바닥의 호퍼 개폐문 확대 
• 싱크대 음식물 처리기 

폐기물을 더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 내부 분쇄 압축기의 83%의 수명을 연장 
• 외부 분쇄 압축기의 73%의 수명을 연장 

주택국은 또한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첨단 지하 공압 
시스템(Polo Grounds)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혁신을 폐기물 매립지 재설계와 
통합하여 컨테이너 수송의 장기적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YCHA의 폐기물 관리 계획에서 통합적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모든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폐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며, 
개발지역 전체에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교육, 안내문 개선 등의 노력이 있어야 올바른 
폐기가 가능합니다. 

해충 관리 – 전환 계획에 따라, 정기 예방 활동 및 유지보수 해충 관리 업무를 하는 보로 
지정 해충 구제팀은 HUD 성과 및 해충 관리부 지침을 달성할 궁극적 책임을 가진 각 
근린지역 책임자가 보로의 각 부회장에게 배정되도록 할 직접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품질 보증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부는 주민들이 직원과 벤더로부터 수준 높은 노동력을 
제공 받는 것에 대해 관리자와 규제기관에게 객관적인 보장을 합니다. QA부는 기존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 및 수리를 업계 표준에 맞게 완료하도록 하여 성과와 책임을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QA부는 위험 요소를 파악 및 해결하고, 교육을 위해 제3의 
하청업체를 배치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안내합니다. 운영 일관성을 위해 
주택국은 QA 세대 내에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Project Management Office, PMO)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PMO의 목적은 4개의 모든 보로에서 다양한 운영 방침을 실행하는 
것을 조율합니다. PMO는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PMO는 
QA부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업무에서 절차를 준수할 것입니다. PMO에는 
책임자 1명, 직원 4명이 포함되며, 각 보로를 1명이 담당합니다. 

[콜 아웃 박스]: 서비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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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HA 직원과 주민의 관계는 지난 30년 동안 약화되었습니다.22 상호 신뢰가 거의 없어서 
서로의 성과를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매주 고장나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몇 개월 동안 고장난 상태로 있는 분쇄 압축기에 이르기까지 
낙후되는 상태에 대해 정당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택국의 계획수립 과정에 수리하지 않고 종료된 업무 지시 및 간단한 수리에 대해 설명 
없이 지연된 권위주의적 프로세스의 예가 다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개발지역 
직원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일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3 이것은 
최전선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정책 및 절차를 전달, 해석 및 실행하는 방식의 
문제와 같이 현재의 중앙 집중식 운영 모델이 가진 문제점 중에서 하나입니다. 신뢰 부족은 
개발지역 직원이 아파트에 접근하여 현장에서 규칙을 실행하기 어렵게 하는 힘든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24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이며 동시에 직원인 개인은 
주민으로서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NYCHA 직원의 자격으로 NYCHA를 방어하고 
대변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이 계획에서 NYCHA는 주민, 섹션 8 참가자, 뉴욕시 등에 대한 서비스 문화를 형성하고 다시 
회부할 것입니다. 각 직원이 주민들에게 매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NYCHA의 
문화는 이러한 노력을 보강하고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25 그 결과, 주민의 경험은 
개발지역마다 크게 다르고 포트폴리오 전반에 표준화된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26 
주민과 일상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주민과 동료들을 위해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민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며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 의사소통, 실행 지원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서비스 
문화는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명확한 사회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와 권한을 가진 직원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문화를 구상하기 위해서 NYCHA 전체의 
자발적 직원 그룹으로서 NYCHA 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참여 
위원회(Employee Engagement Committee, EEC)에게 현재 조직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그룹은 감독과 지원이 부족하고, 징계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의사소통과 포용이 부족한 것과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확인했는데 이로 인해 
책임감이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공감이 부족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2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 211. 
23 전환 계획, Resident Association Breakfast, 2020년 2월 12일.  
24 전환 계획, Property Management Workshop I, 2019년 12월 9일 
25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p. 9, 11. 
26 전환 계획, CCOP MOU Negotiation; Transformation Plan, Advocate Engagement Session, 2020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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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는 일련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 NYCHA가 4가지의 목표를 사용하여 NYCHA를 
위한 서비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략 계획의 Strategy A.2(페이지 # 참조)에 있는 이 그룹의 권장사항과 일치하며 
이러한 행동조치의 일부는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장 문화 우선화 - 임원들이 정한 긍정적이고 투명하며, 대화가 원활하고 공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범 및 행동. 

• 직원에 대한 투자 - 멘토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의 문제와 정책 수립에 대한 
직원들의 피드백을 요청하고, 감독자 교육을 개선하고, 특별 프로젝트에 내부 
직원을 활용. 

• 직원에게 책임감을 부과 -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결과를 
인정하고, 공정한 징계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더 빈번하게 
실시. 

• NYCHA 개발지역의 외관 변경 - 새로운 도색 공사, NYCHA 브랜드의 포스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시각적 변화를 통해 직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주택국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직원, 주민, 방문객들에게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  

NYCHA의 문화를 바꾸려면 주택국의 1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을 보강하고 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NYCHA는 그러한 변화 없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콜 아웃 박스]: 부서간 벽 허물기 

NYCHA는 수직적 조직 구조 사이에 전반적 연관성이 거의 없는 형태로 운영됩니다.27 
계획과 프로그램을 따로 설계하므로 중복적이거나 호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본 기획부와 부동산 관리팀 사이의 차이는 실제 자산 관리에 대한 이해에 분열을 
야기합니다.28 주민 대외활동과 부동산 관리팀 사이의 차이 때문에 주민, 파트너, 
옹호자들이 적절한 연락 지점을 찾을 때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9 

NYCHA는 각 직원이 조직의 사명과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여러 직무간의 
협업 문화와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HUD 합의서의 각 분야를 위해 부서간 
업무팀을 형성하는 것은 협업과 공통의 통찰력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 
계획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각 주택 개발지역의 일상 업무를 포함한 업무 

                                                       
27 KPMG, Change Readiness Report, p. 15; 전환 계획, Property Management Workshop I; 전환 계획, Property 
Management Workshop; 전환 계획, Agency Partner Workshop, 2020년 3월 12일; 전환 계획, Quarterly Leadership 
Meeting, 2019년 12월 16일; 전환 계획, CEP Leadership Breakfast, 2020년 2월 4일.  
28 전환 계획, Property Management Workshop I. 
29 전환 계획, Agency Partner Workshop; 전환 계획, Resident Association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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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사무소 직원을 배정하고 부서간 업무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주택국의 현재 구조는 조직간의 벽을 권장하고 있으며 개별 부서는 서로 다른 배치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팀은 6개 보로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2개 보로는 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팀은 보로와 맞지 않는 섹터를 
사용하지만 자산에 직원을 균등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는 15개 구역을 
사용하는데 주민 위원회에는 9개 구역이 있습니다. NYCHA의 구조는 부서마다 크게 달라 
보입니다. NYCHA의 새로운 운영 모델은 부서 전체의 일치 구역을 포함하여 자연스러운 
접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부서 내에서도 조직간의 벽이 있을 수 있으며 NYCHA 운영 규모는 국내 어느 주택기관보다 
규모가 큽니다. Bronx가 자체적인 주택기관이라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덴버를 
모두 합친 주택기관보다 클 것입니다. 주택국은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 관리실이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할 것입니다. 

 중앙 사무소 구조조정  

본 전환 계획의 기초적인 주제와 목적은 NYCHA 업무를 재구성하여 근린지역 및 개별 
주택개발 레벨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팀 
직원의 "다운타운 대기"에 대한 불만사항은 NYCHA 직원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중앙 직원을 근린지역 지원 및 부동산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고, 주민과 부동산을 우선화하는 서비스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사무소의 기능 및 구조는 각 부서에 영향을 줄 광범위한 관리 개선 전략을 
실행하여 근린지역 모델을 지원하도록 진화할 것입니다. 

 인사 

인사(Human Resources, HR)부는 채용, 노동자 관계, 근무시간 및 휴가, 전문성 개발 등을 
포함하여 NYCHA의 인적 자본 프로그램의 모든 사항을 관리합니다. HR 프로세스는 HR 
담당자가 프로그램 영역 내에서 권장하기도 하지만 다소 비공식적이며 임시적인 
연결이며, 다수가 몇 년 동안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서의 
관리자들이 HR 프로세스의 작동 방식과 채용과 같은 기본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30  

직원을 중앙 사무소에서 보로/근린지역 팀으로 분산시킬 경우, HR 담당자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됩니다. 보로에 배정된 직원들은 연락 담당자가 아니지만 배정된 
보로를 대신하여 HR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게 됩니다. NYCHA는 뉴욕시의 
대민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일하므로 중앙 직무와의 조율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공석과 

                                                       
30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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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추적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일은 보로/근린지역의 운영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개선될 것입니다.  

 전략 A.1: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의 실행 

NYCHA는 현재 전체적인 HR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HR은 재무팀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공석 데이터를 표시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31 NYCHA의 
현재 HR 프로세스는 주로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 대부분은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HR은 현재 프로세스와 희망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상업용 기성 클라우드 기반 인적자본 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 
HCM)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HR 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HR 효율성을 높이고 HR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로 폐지하고, HR이 
수행하는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에 간편하게 
액세스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HCM 솔루션의 목적은 NYCHA의 전체 직원에 대한 HR 관련 모든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HCM은 직원의 최초 채용에서부터 신규 직원 교육, 퇴직에 이르는 모든 HR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직원과 HR 직원이 직원 혜택 정보, 징계 절차, 
휴가, 교육 관리, 인증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기술 구현으로 다른 내외부 시스템과의 필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HCM에 
있는 NYCHA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접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HCM 
모바일 또는 셀프 서비스 구성요소는 NYCHA 일반 직원들, 특히 뉴욕시 전역에 위치하는 
건물에서 일하는 팀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전략 A.2: 개선된 직원 참여 및 인정을 통해 직원에게 권한 위임  

NYCHA 직원들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32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고, 성과 평가를 피상적으로 하고, 피드백에 체계가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NYCHA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지역의 직원들은 일을 잘하고 
싶어하지만 내부 프로세스, 리소스 부족, 심각한 건강 상태 등으로 좌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사기가 떨어지며, 업무적 문제점이 점점 커집니다.33 
프로세스를 기획하는데 직원의 참여가 너무 늦어지고 많은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34  

NYCHA는 직원의 상호 요구사항 또는 이해관계에 부합하거나, 공동의 복지에 도움이 
되거나, 대인관계나 근무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직원이 자발적 또는 협력적으로 하는 

                                                       
31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 372 
32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 366-70. 
33 KPMG, Change Readiness Report, p. 10. 
34 전환 계획, EEC Meeting,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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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우호적인 업무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직원 협의회가 그러한 활동을 
기획할 경우 직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 협의회는 직원의 웰빙을 향상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려는 동기부여가 되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는 직원들이 자아를 찾고, 주택국의 의사결정을 신뢰하게 하는 포용력 
있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기반입니다. 이러한 직원 협의회는 동료들의 문화적 
인식, 교육 향상, 전문성 개발 기회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예로서 직원참여 위원회(Employee Engagement Committee, EEC)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더욱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직원 권한위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NYCHA의 직원 
참여 위원회에게 NYCHA와 직원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가지도록 요청했습니다. NYCHA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방법을 연구한 결과 EEC는 다음과 
같이 NYCHA의 5단계 목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직원의 성공에 대한 준비 - 리더십과 소프트 스킬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지역 직원을 위해 더 많은 자율성, 명확한 기대치,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하여 준비.  

• 안정감을 향상 - 개발지역의 안전을 개선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며, 모든 
부서를 공평하게 존중하야 향상.  

• 성장으로 향하는 과정을 강화 - 멘토, 직업 체험, 교차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강화.  

• 직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 - 직원 인정 프로그램 및 연례 수상을 다시 
시작하고, 사교활동을 지원하고, 사기 충전을 위해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  

• 지속적인 개선 - 직원 피드백 채널을 공식화하고, 경영진의 메시지를 전달을 
개선하고, 업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  

EEC의 NYCHA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는 실행 계획(11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및 미래의 EEC와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NYCHA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검증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EEC는 NYCHA가 협력을 위해 조직간 벽을 허무는 방법의 한 예입니다. 이미 형성된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모든 직책의 배려심 있는 팀원들이 변화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NYCHA의 문제점과 실패 사례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한다면 주택국과 직원들 사이에 훼손되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및 개발 

전환 계획의 핵심적인 조직 차원의 원칙은 NYCHA가 서비스 품질을 위하 자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NYCHA는 품질보증부, 환경보건안전부, 준법부라는 3곳의 신규 감독 
부서를 신설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대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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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한 가시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실수를 확인한다면 교육을 통해 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NYCHA는 품질 관리 심사에서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방식을 수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고객 서비스부터 업무 지시의 개시 및 종료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상의 표준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원, 주민, 외부 파트너로부터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관리자의 임무입니다. 교육국 
전체에서 실시할 교육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준법부는 조달 부서로부터 교육 계약서를 
입수하고, NYCHA 전체 부서의 교육 담당자와 미팅을 하여 NYCHA의 기존 교육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매핑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관 전체에서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 
및 감독이 필요하며, 이용 가능한 교육에 대한 직원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과 교육을 더욱 잘 조율하기 위해 NYCHA는 학습 
및 개발부(Learning & Development, L&D)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진화하는 NYCHA에 맞게 
교육을 적용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 B.1: 학습 개발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개시 

2020년 10월, NYCHA는 업무 부서가 직원을 위한 교육에 직접 액세스하고, 학습 진도와 
성과를 추적하고, 준법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포털인 NYCHA University를 
개시했습니다.35 NYCHA University는 주문형 학습 컨텐츠의 소스로서 모든 직원들이 
편리하고 융통성 있게 필요한 학습 및 자기 주도형 전문 개발 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NYCHA University는 또한 경력 개발을 위한 격차를 인식하거나 다음 단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NYCHA 학습의 "성적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NYCHA 
University의 특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향상된 검색 기능 및 웹 기반 검색 디자인으로 이용 가능한 교육 및 관련 리소스를 
간편하게 검색. 

• 자동화된 통지 - 필수 교육과 등록 확인을 자동 통지. 
• 강사 중심의 교육 등록 - 직원들이 기존의 교육을 검색하거나, 미래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를 표시하거나, 현재 마감되었을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 등록. 

• 이벤트 일정 - 직원의 관심사와 일정에 맞춘 강사 중심 교육의 향후 일정.  
• 성적표 내역 및 보고 - 직원 교육 내역에 간편하게 액세스. 경영진도 이러한 
정보에서 보고서와 분석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및 관리자 지원 리소스 - 단계별 심층 가이드, 자습서, 기타 지원 포함. 

  

                                                       
35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Assessment, p.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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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B.2: 근린지역 모델과 학습의 조율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에서 근린지역 책임자는 L&D의 도움을 받아 연례 근린지역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 책임자는 이전 연도의 교육 진도 및 성과 보고서를 사용하여 
학습 목표를 정하고 특정 교육 요구사항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학습 계획은 기존의 학습 
리소스를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학습 자료를 생성하고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듭니다.  

L&D는 또한 주로 부동산 관리자를 위한 코호트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개별 코칭 및 멘토 
기회, 교차 직무의 경험, 주택국 내부에서의 다양한 경험, 코호트 구성원들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실험적 학습 프로젝트, 전문가 및 업계 협의회 참여의 기회 등이 포함된 
Management Academy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관리자의 미래 진로는 NYCHA의 여러 경력 
관련 진로 중 하나이므로 L&D는 NYCHA University의 일부로써 직원이 장기적 목표를 향해 
실행 가능한 단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독립 개발 계획(Independent Development Plans, 
IDP)을 마련할 것입니다.  

L&D가 근린지역 모델을 뒷받침할 접근이 용이하고 적응성 있는 교육을 만드는 능력은 
NYCHA 내부의 핵심 직무, 특히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좌우합니다. 준법부 및 성과관리 및 분석부와 같은 부서들과 조율한다면 L&D가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망 관리 

NYCHA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더, 
선출직 공직자, 기타 외부 관계자들은 NYCHA가 외부와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36 벤더들은 NYCHA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프로세스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RFP 프로세스는 범위 
작성에서 계약 개시까지 1년이나 걸릴 수 있는데 지속적인 위기에 처한 기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37 대금을 결제 받기가 어렵고, 투명성이나 긴급성이 없고, 
복잡한 일에 대한 청구서는 몇 년이나 미결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NYCHA의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때문에 유능한 벤더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38 제한된 경쟁으로 업무 품질이 저하되고 비용은 높아지며, 
실적이 저조한 벤더를 퇴출하거나 교체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YCHA의 포트폴리오와 조직의 현재 상태와, 직원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벤더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근린지역 모델을 

                                                       
36 전환 계획, Agency Partner Workshop; Advocate Partner Workshops I and II. 
37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Report, p. 388-89. 
38 KPMG, Current State Observations and Maturity Report,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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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NYCHA는 모든 지출 카테고리에서 가장 유능하고 효율성 있고 전문적인 
벤더를 유치해야 하며 NYCHA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 C.1: 최고 조달 담당실 개설  

NYCHA는 최고 조달 책임자(Chief Procurement Officer, CPO)를 새로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법률 자문위원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주택국의 조달, 자재 관리, 공급업체 다양성 부서를 
감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CPO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NYCHA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프로세스 및 절차를 개선하여 최고의 벤더를 유치하도록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직무는 법률 자문위원 산하에 두어 법무부의 기업 업무 조달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달 및 벤더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비한 후에 CPO와 해당 부서는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업무 보고를 합니다. 

 전략 C.2: 조달 및 벤더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NYCHA는 주택국의 조달 절차를 분석하고 시장에서의 성과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권장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채용했습니다. 이 팀은 공급 관리부(Supply 
Management Department) 및 법무부와 함께 주택국 전체의 업무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2020년 8월 상세한 권고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NYCHA는 구매자, 계약 전문가, 변호사, 업무 부서 대표들로 
구성된 교차 직무 조달팀(P 팀)을 통해 하이브리드 조달 모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NYCHA의 조달 프로세스는 이들 직무의 조율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모든 직무가 
관여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업무 부서의 요구사항과 기관 전체의 목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협업과 준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새로운 최고 조달 책임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수립합니다. 

NYCHA는 내부 효율성과 관련하여 조달 작업흐름의 변경과 계획 수립에 대한 새로운 
요건과 같은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개선이 활성화되면 
NYCHA는 전략적 소싱과 벤더 관리에 대한 접근방법을 개선할 것입니다.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벤더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면 시장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급 관리에 대한 전체 권고사항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재무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NYCHA의 재무기획 및 분석, 회계, 현금 관리, 급여, 위험 
관리, 투자 활동 등을 담당합니다. 재무부는 NYCHA와 부속 기관을 위한 5개년 운영 및 자본 
계획, 투자 포트폴리오, 연례 재무 명세서 등을 포함한 회계 정책을 관리합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과 
연방 재무관리 요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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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D.1: 부동산 중심의 예산편성 실행 

앞에서 언급했듯이, NYCHA는 BDO PHA Finance를 통해 NYCHA의 HUD 자산 관리 규칙 
실행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공공 주택기관(public housing authorities, PHA)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HUD는 2005년에 24 CFR 990을 개정하여 2007년에 실행하기 시작하여 
PHA를 자산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HUD 자산 관리 모델의 목표는 다가구 관리 업계의 관리 
규범에 맞게 PHA의 부동산을 자산 관리 모델에 따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PHA는 또한 
프로젝트 기반 관리, 프로젝트 기반 예산 수립, 프로젝트 기반 회계를 실행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산 관리의 필수 구성요소입니다.  

NYCHA는 HUD 자산 관리 원칙을 조기에 채택한 기관이었습니다. BDO는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에서 실행까지의 NYCHA 예산 절차,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 접근법, 
중앙 사무소의 서비스별 비용부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자 및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을 강화하려는 NYCHA의 계획은 본 전환 계획의 부동산 관리자 및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 섹션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NYCHA는 HUD가 
정의한 바와 같이 148개 자산 관리 부동산(Asset Management Properties, AMP)을 
운영합니다. 일부 AMP는 NYCHA 통합과 일부 교차 통합을 조율하여 개발지역의 개별적 
분류를 포함합니다. 자산 관리 규칙에 따라 PHA는 각 부동산과 관련된 실제 수익과 지출의 
분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각 AMP를 위한 예산수립 및 회계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HUD는 PHA가 한 건의 AMP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2건 이하의 AMP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AMP에게 직접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건 이상의 APM와 
직무가 연관된 경우, 중앙 사무소 코스트 센터(Central Office Cost Center, COCC)에 
부과하거나, 서비스별 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HUD 규칙에 명시된 비용 공식 사용).  

부동산 관리팀 업무를 AMP 레벨에서 서비스 제공 장소 가까이로 조정하려는 계획은 
재정적 입지를 변경하고 NYCHA가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직원 채용 방식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NYCHA는 구조적 변경이 마무리되면 재무 변경 사항을 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전문 인력 시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NYCHA는 
직원을 올바르게 통합하거나 근린지역 포트폴리오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업무를 분석할 것입니다. NYCHA는 COCC에서 수수료 또는 AMP 직접 지출로 비용 할당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원의 추가 비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재무부는 근린지역 모델을 실행함에 있어서 보로 행정팀의 일원으로써 부동산 관리자와 
직원을 최대한 지원할 방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무기획 및 분석(Financial 
Planning & Analysis, FPA)과 지급 계정(Accounts Payable, AP) 직원의 배치가 포함됩니다. FPA 
직원은 부동산 관리자의 부동산 계정 수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한 계정의 자금을 
채택한 예산 내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동). 또한 FPA는 부동산 관리자가 예산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직원은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액세스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P 직원은 보로 VP/ 근린지역 책임자와 
협력하여 지급에 필요한 3자간 확인을 하고,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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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각 보로에서 미결 벤더 결제액이 가장 높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로 행정팀의 구조를 아직 고려 중이지만 
재무부의 제안은 해당 부동산과 중앙 사무소의 직무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법부 및 환경보건안전부(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Department, EH&S) 

준법부 및 EH&S부는 전체 기관, 개별 부동산, 개별 장치나 시스템과 같이 모든 레벨에서 
개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부서는 주요 감독 기관으로서 실패 
사례에 초첨을 맞추고, (1) 납 성분, (2) 곰팡이와 비상 누수, (3) 해충 및 폐기물 관리, (4) 
엘리베이터, (5) 난방, (6) 점검 등과 같은 주요 분야를 포함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감독 및 권고를 합니다.  

준법부는 NYCHA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는 전반적 임무를 윤리적으로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EH&S부는 NYCHA 주민, 직원, 부동산의 환경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국이 실시하는 모든 업무를 감독, 분석 및 평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준법부 및 EH&S부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NYCHA의 연방, 주, 지역 법률과 규정에 대한 준법 여부를 감독 
• NYCHA의 규제 보고서 및 명세서의 정확성을 확인 
• 법률 및 규정과 조율하여 업데이트된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 직원들에게 환경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조언 
• 공공주택 평가 시스템(Public Housing Assessment System, PHAS) 및 NYCHA의 기타 
모든 조사의 무결성을 확인 

• NYCHA 주민, 직원, 하청업체, 일반인이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관리  

• 불만사항에 대해 답변  
• 커뮤니케이션과 특별 활동을 통해 준법을 권장  
•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찾기 위해 업무부의 팀원이 실시한 
업무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심사 

• NYCHA 경영진과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관리. 

 전략 E.1: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EH&S부와 준법부는 NYCHA가 HUD 합의서나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준법부 및 EH&S부는 매월 "Lead 
Exceptions Report"를 운영부와 행정팀에게 공동으로 발행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공동 
Lead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의 결과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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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부는 또한 매월 전문팀의 현장 모니터링과 기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EH&S부는 납성분 감독팀(Lead Oversight Team), 실내 공기 
품질관리 팀(Indoor Air Quality Team)(공기중 곰팡이 관리), 난방 감독팀(Heating Oversight 
Team), 통합 해충 관리 감독팀(Integrated Pest Management Oversight Team), 엘리베이터 
감독팀(Elevator Oversight Team) 등을 포함하여 본 합의서의 각 분야별 팀을 감독합니다.  

지속적인 업무 보고로 운영부와 행정팀에게 실행 가능한 권고를 하며 준법부와 EH&S부가 
각각의 후속 보고서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보고 및 피드백 체계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주도하거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체 작업흐름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입니다.  

 전략 E.2: 시스템 전반에서 연 2회 위험평가 분석 및 부동산별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을 실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모든 개발지역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준법부는 성과 추적 및 
분석부(Performance Tracking and Analytics Department, PTAD)와 제휴하여 주요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는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HUD 합의서 및 기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가장 큰 개발지역이 어느 곳인지 확인합니다. 준법부와 PTAD는 개발지역 
전체에서 분석할 주요 지표 매트릭스를 수집하고 이러한 지표를 평가할 알고리즘을 
구축하며, 개발지역에 위험평가 점수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준법부와 PTAD는 준법 감시, 기술 지원, 통합 노력의 면에서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개발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부 및 HUD 합의서와 관련된 지표는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대부분의 지표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개발지역 및 주민과 직원의 생활 
수준의 일상적인 관리와 연관된 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법부는 이러한 위험 평가를 사용하여 점수가 낮은 개발지역에서의 현장 모니터링 
일정을 정합니다.  

현장 모니터링: 

준법부와 EH&S부는 품질보증부와 협력하여 위험 평가로 얻은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지역에서 매월 2가지의 현장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준법부, QA부, 
EH&S부(집합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팀")는 난방, 엘리베이터, 해충, 일상적 점검과 폐기물, 
연례 재계약, 주민 파일, 임대료 징수, 일반 유지보수 및 수리, 재활용 및 청소, 곰팡이, 납, 
금연 표지판과 불만사항, 규정 위반, 범죄, 공실률, 조달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리와 
운영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현장 모니터링팀은 HUD 합의서에 언급된 주제와 고위험 
분야에 대해 조사합니다.  

현장 모니터링팀이 개발지역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면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현장 방문일로부터 약 30일 후에 최고 운영 및 행정 담당자와 
함께 해당 개발지역으로 발행됩니다. 개발지역 담당자는 모니터링 과정에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과 실행 가능한 기한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서를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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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준법부는 개발지역 담당자와 직접 협력하여 온라인 추적기를 통해 문제점을 추적, 
관리 및 마무리합니다. 개발지역 담당자는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입증하는 
업데이트를 매주 제공해야 하며, 보고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시기 적절하게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발지역이 대부분의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최고 
운영팀과 함께 개발지역 담당자에게 완료증을 발행합니다.  

기술 지원: 

주택 개발을 할 때 보고서의 여러 지역 또는 한 곳에서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준법부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 팀을 다시 파견합니다. 해당 
개발지역의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탕으로 준법부는 NYCHA 표준 절차와 문제 영역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사용하여 직원을 위한 기술 지원 지침서(Technical Assistance 
Guide, TAG)를 발행합니다. 준법부는 개발지역의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명시된 각 문제 
영역의 시정 조치와 지침을 통합합니다. TAG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인용되었거나, 해당 
표준 절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가진 특정 직원/직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준법팀은 TAG를 검토하기 위해 개발지역을 방문할 일정을 정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준법팀은 지역 자산 관리자(Regional Asset Manager, RAM), 부동산 관리자, 부동산 유지보수 
감독자에게 TAG를 제출합니다. 방문 당일에 준법팀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관리자 및 
부동산 유지보수 감독자(또는 기타 담당자) 및/또는 초기 현장 모니터링(또는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참여한 담당자와 함께 TAG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방문의 목적은 
직원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결함을 시정할 기한 및 
날짜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개발지역에 대한 초기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행한 
후 몇 주 동안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전략 E.3: 건물 시스템에 대한 근본 원인 오류 분석 실시 

EH&S의 엘리베이터 감독팀(Elevator Oversight Team)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3일 이상 가동 
중단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근본 원인 오류 분석"을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EH&S의 난방 
감독팀(Heat Oversight Team)도 12시간 이상 가동 중단이 있을 경우 "근본 원인 오류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시스템 또는 장비마다 다르며, 심각한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품, 직원 배치 또는 기타 항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EH&S는 엘리베이터 서비스 및 수리부 또는 난방 관리 서비스부에 직접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EH&S는 건물 시스템에 대한 권고사항이 실행되는지 추적하여 정기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실행 상태를 보고합니다.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혁신과 기술을 통해 신규 사업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NYCHA의 핵심 운영 및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주민 경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최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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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가 이끄는 NYCHA IT부는 핵심적인 운영 지원 직무로서 
이전에 총괄 관리자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IT부가 NYCHA의 빠른 변화에 더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써 IT부는 CAO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핵심 지원 
역할로 조정될 것입니다.  

2020년 5월에, NYCHA는 IT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선하고 IT부의 고객 서비스, 신뢰성, 
NYCHA 부서 및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 등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CIO를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전체 IT부로 확대되었으며 주택국의 기술 
로드맵을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문화와 IT의 잠정적 가치를 형성한 기본 
원칙과 프로세스에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F.1: IT를 위한 전체적 전략 방침 수립  

NYCHA IT부는 3가지 단계로 전략적 방침을 수립합니다.  

 1단계: 현재의 IT 성숙도와 만족도를 평가  

NYCHA IT부는 독립적인 IT 자문업체를 고용하여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재 고객 
만족도의 기준을 정하고 성숙도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는 
장단기적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NYCHA IT부와 유사한 IT 조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단계: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안정성 평가  

IT부는 초기의 종합적인 인프라 평가를 실시하고, IT 데이터센터 호스팅 아키텍처의 안정화 
및 현대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술 자문업체인 GCOM Software 
LLC를 고용했습니다. 권고사항은 실행 계획 및 권고된 기술 투자 전략에 앞서서 인사부, 
운영부 및 자본 프로젝트부 등을 포함한 다른 부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의 주택 지원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NYCHA IT부는 공공 주택 및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업무 중심 
시스템 지원을 위한 핵심 업무 요건을 기록하기 위해 제3의 서비스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주택국은 그러한 사용 사례와 현재의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과 조율하고 더 새롭거나 
더 비용 효율적인 상용제품(commercial off-the-shelf, COTS)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비교하여 가치를 검증할 것입니다.  

 3단계: IT 전략 및 기술 현대화 계획 발행  

NYCHA IT부는 내부 전략 기획 워크샵에서 얻은 결과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와 KPMG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결합하여 IT부의 사명, 지도 원칙, 목표를 결정할 것입니다. CIO는 
평가 결과 확인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진 업무 중심의 활동 순서를 
제안하고, 업무 목표와 기술 목표를 집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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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F.2: 주요 IT 서비스 및 참여 활동 전반에 걸친 부서내 및 부서간 격차 
해소  

NYCHA IT부는 고객과 동일한 업무적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부 및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IT부는 시스템 가용성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IT부는 전례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부서의 참여 
레벨이 IT 부서마다 달라지면서 리소스 할당이 불균형적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프로세스가 구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중복되기 때문에 고객 경험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참여로 IT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조직간의 벽을 권장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서비스 품질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IT와 다른 NYCHA 부서 사이의 전략적 제휴는 고객 경험 관리 기준을 정하여 강화될 것이며, 
비즈니스 관계 관리자(business relationship managers, BRM)는 배정된 부서의 업무적 
요구사항과 기대치를 이해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 IT부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NYCHA IT부는 IT 역량과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으로 모든 고객 
요구사항과 이해 관계자의 기대치를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한 잘 정의된 방법으로서 새로운 
IT 도입 프로세스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IT부는 중복성을 제거하고, 제품 제공에 관한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종단간 고객 경험을 간소화하기 위해 자체 기능과 
서비스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전략 F.3: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검증 기능을 개선  

미국 최대의 공공 주택기관인 NYCHA는 다양한 NYCHA 신청서, 네트워크 인프라,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규모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의 위험, 내부 시스템 오류 또는 정보 유출은 주택국의 
보안 조치가 얼마나 엄격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NYCHA는 최초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를 임명하여 현재 IT 보안 감사 기능을 
종합적인 사이버 보안 및 IT 위험 관리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전략 F.4: IT 서비스 관리(IT Service Management, ITSM) 프로세스의 표준화  

NYCHA IT부는 ITIL 모범 사례 프레임워크와 관련 도구 및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IT 업무 
관리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NYCHA는 주요 ITSM 플랫폼인 ServiceNow의 첫 
번째 모듈을 구현했지만 프로세스 결함, 변화에 대비한 교육 및 직원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제품의 완전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YCHA는 독립적인 ITSM 
기능을 구축하여 사건, 문제, 변경, 관리, 서비스 자산, 구성 관리, 3가지의 지원 데스크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 데스크로 통합, 1단계 고객 서비스 센터 등을 포함한 새로운 ITIL 
기반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부서 전체에 통합하는 것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 결과 NYCHA 
IT부가 고객과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전체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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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부(Community Engagement & Partnerships, CEP)는 NYCHA 주민과 
중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연결하고 주요 기관의 우선적 서비스에 주민을 
참여시킵니다. CEP는 NYCHA의 주민 위원회(RA)의 확장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경제 기회, 
청년, 노인 및 사회보장 서비스 분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관리합니다. 
CEP는 다음 6개 부서를 통해 주민과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주민 참여(Resident Engagement, RED): 주민들의 의견 제시, 교육 및 인식을 권장하기 위해 
이 주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RED는 RA 선거를 감독하고, 임차인 참여 자금에 
대해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NYCHA의 확장적인 주민 위원회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RED는 또한 청년 위원회와 "Senior Champion" 또는 노인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타 주민 주도 그룹을 지원하며, Resident Leadership Academy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CD): 새로운 건설 및/또는 대규모의 재활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참여를 실행합니다. CD는 부동산 
개발지역 및 재건 포트폴리오 내의 주민들을 위한 공개 미팅과 워크샵을 촉진하고, 의견을 
권장하기 위해 개별화된 참여를 실시하고, 인식과 이해를 높이며, 성공적인 대화를 
지원합니다.  

주민 경제적 권한위임 및 지속 가능성(Resident Economic Empowerment & Sustainability, 
REES): 주민들이 고용과 발전, 비즈니스 개발, 성인 교육 및 훈련, 재무 지식, 자산 형성 등의 
4개 분야에서 프로그램, 정책, 파트너십 등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늘리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REES는 NYCHA Resident Training Academy,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및 
Business Pathways Program을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REES는 또한 섹션 3 및 
기타 NYCHA 채용 요건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와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가족 파트너십(Family Partnerships, FPD): 파트너십을 통해 NYCHA 주민을 청년, 노인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합니다. 개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평가를 하고, 특정 "위험군"을 
위한 추천을 하여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FPD는 시에서 
후원하는 지역사회 및 노인 센터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Family Reentry 
Program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보건 이니셔티브(Health Initiatives, HI): 주민과 예방 보건 리소스를 연결하기 위해 
파트너십과 기관간 노력을 관리하고, 더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 분야에서 주민 
리더십을 배양합니다. HI는 Smoke Free NYCHA와 Farms at NYCHA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민관협력 담당실(Offic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OPPP): CEP와 기타 유사한 기관을 
위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OPPP는 정부 및 민간 자금 제공자 관계를 관리하고 
Fund for Public Housing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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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 부서는 현재 직무 분야를 바탕으로 “구역” 서비스 모델 또는 보로 기반 모델을 
사용합니다. 로컬 레벨에서 직원들은 주민 리더 및 외부의 주요한 이해 관계자, 지역 
서비스 제공자, 지역의 NYCHA 사무소와 협력하여 NYCHA 주민을 수준 높은 서비스 및 참여 
기회와 연결시켜줍니다. 

 전략 G.1: 24 CFR §964에 따라 CCOP와 새로운 MOU 협상을 하고 참여를 
강화 

NYCHA는 주민 리더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1월에 회장은 CCOP(Citywide 
Council of Presidents)와 함께 24 CFR §964의 조항에 따라 NYCHA와 주민 리더십이 협력할 
방법을 공식화하는 새로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NYCHA는 주택국의 "전반적 사명과 운영"의 "모든 사안"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합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는 주민 위원회에 대한 지침, 주민 관리 협의체, 주민 
교육, 주민 기회 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MOU는 주민 위원회 선거 및 주민 참여 증가, 개발지역 레벨에서 NYCHA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NYCHA와 주민 리더십 사이의 미팅 빈도, 자본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 주민 서비스, 주민 만족도 평가의 공동 진행 등을 포함한 다수의 내용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RA는 주민과의 유일한 점점이 아니며 새로 정한 사명을 바탕으로 
각 주민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MOU의 일환으로서 공동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NYCHA는 입주, 일반 관리, 유지보수, 보안, 주민 교육 및 채용, 사회복지 서비스, 
현대화 우선순위, 기타 실행 예정인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행 그룹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모든 주민은 NYCHA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에 대해 
이해하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NYCHA는 전환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최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주요 이니셔티브 및 개발지역의 스마트 
스크린과 같은 새로운 도구와 관련된 정보 기반 캠페인이 포함됩니다. 주택국은 
지속적으로 주택 보안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략 G.2: 지역사회 파트너와의 참여 기회 강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새로운 차원의 NYCHA 파트너십을 필요로 합니다. 참여 과정에 
우리는 유망한 프로그램들에 빨리 전념하지 못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변경할 경우 
파트너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YCHA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기반의 서비스 조율 모델뿐만 아니라 공공 주택 주민들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품군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 기회를 심화하고 주민에게 더 전문적인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CEP는 150여 개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NYCHA와 
협력하여 주민들과 일자리, 고령자, 청년,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CEP는 공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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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Fund for Public Housing)를 통해 기존의 NYCHA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직원을 증원하며 
주요 파트너십 기반의 노력을 위한 역량을 확대하며, NYCHA의 변화를 위한 청사진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략 G.3: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과 협력 

NYCHA 주민의 대다수는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합니다. 하지만 주민 한 명이 쓰레기를 잘못 
버리거나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모든 주민 및 직원의 생활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불만제기를 해야 하거나, 
주민이 행정 공청회에 회부되거나, 주민을 상대로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NYCHA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생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민 위원회는 주민 옹호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협상하지만, NYCHA도 직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 발생 전후에 교육과 법률 집행을 지지하는 특정 주민 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NYCHA는 Green City Force와 같은 기관과 계약하여 개발지역 차원에서 교육, 인식 고취, 
준법 등에 관한 캠페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YCHA는 이 모델을 통해 주민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당과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YCHA는 
특정 주민을 채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집행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연 홍보대사(Smoke Free Ambassador) 모델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주택국은 각 부동산의 주민 홍보대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NYCHA에서 이러한 병행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규칙을 집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가 생활 환경 개선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부동산 관리팀도 특정 
주민에게 문제가 발생한 후 임대차 계약 집행에 대해 개별적으로 중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NYCHA는 행정 공청회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팀과 협력할 권한을 부여 받을 주택 지원팀 
견습생(Housing Assistant Trainees)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팀 견습생은 주민의 
연례 재계약을 도와주고, 계약 만료 절차에서 신규 임차인을 맞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비공식적 회의를 지원하며, 정전이나 응급 상황을 주민에게 통지하며, 입주자 재배치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콜 아웃 박스]: 다양성 포용 및 평등 

NYCHA는 다양성이 있고, 포용적이며, 평등을 권장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YCHA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시의 평등, 포용, 기회를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뉴욕시 행정명령 45(EO45)의 목적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NYCHA는 
뉴욕시의 지원을 받아 1년 과정으로 관행, 정책, 조직 문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업데이트된 성과 기준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운영 구조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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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를 인종 및 사회적 평등 원칙과 조율하여 EO45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NYCHA는 유사한 전환 과정을 겪는 다른 도시 기관의 학습 커뮤니티와 
제휴하여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것입니다.  
 

[콜 아웃 박스]: 공공주택 기금 

공공주택 기금(Fund for Public Housing)은 NYCHA 주민을 위한 기회와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공공주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리소스와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고 활용합니다. 
공공주택 기금(Fund for Public Housing)은 비영리 기관(501c3)으로서 뉴욕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면서 경제적 유동성이 있는 기회를 권장하는 수준 높은 주거 
시설을 제공한다는 NYCHA의 중요한 사명을 지지합니다.  
  
Vision 2025 

공공주택 기금(Fund for Public Housing)은 모든 NUCHA 주민을 위한 경제 기회와 평등을 
조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서 NYCHA의 10만 명의 청년과 청소년(14-24세)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리더십 개발, 직원 기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기금(Fund for Public Housing)은 NYCHA의 전환 계획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뉴욕시의 경제 회복과 미래에 있어서 NYCHA 주민들이 다양성과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것입니다.  
  
가치/운영 원칙 

윤리: NYCHA는 정직성, 투명성, 책임감을 통해 가장 엄격한 윤리 의식을 실현합니다.  

참여: NYCHA는 파트너, 일반인,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활력을 제공하여 NYCHA의 전환 
계획에 기여합니다.  

평등: NYCHA는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 기회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여 주민의 평등을 촉구합니다.  

 
목표(2020년 12월까지의 전략적 계획)  

• 효과적인 프로그램 
o 리더십 개발 청소년 위원회(Leadership Development Youth Councils), 주민 
리더십(Resident Leadership), 주민 참여/연결(Resident Engagement/ 
Connections), 가족 리더십/경제적 유동성(Family Leadership/ Economic Mobility) 

o 직원 기술/기회(Workforce Skills/ Opportunities), NYCHA 커리어(NYCHA 
Careers), 비즈니스 패스웨이(Business Pathways), NYCHApreneurship, 
교육(Education) 



2020년 11월 16일 – 논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배포를 금지합니다. 

67 
 

• 보건 커뮤니티 보건 홍보대사(Health Community Health Ambassadors), 건강한 
환경/피트니스(Healthy Environment/ Fitness), 농업 보건/식품(Agriculture Health/ 
Food), 폭력 예방(Violence Prevention)  
  

• 강력한 NYCHA 프로모션 및 커뮤니케이션  
  

• 성공적인 기금 조성 
  

• 훌륭한 지배구조 
  

• 탁월한 행정 능력  

 평등 기회  

평등기회부(Department of Equal Opportunity, DEO)는 채용, 공공주택, NYCHA 하청업체의 
보편적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평등 기회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모니터링합니다. DEO는 
NYCHA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NYCHA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NYCHA 하청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개인에 대한 기관 전체의 평등 기회, 포용, 비차별을 촉구합니다. DEO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평등 기회 교육을 실시하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CHA는 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임신 여부, 성 정체성 포함), 종교, 
출신국가, 장애 여부, 국적, 연령, 혼인 여부, 가족 구성 상황, 군복무 여부, 동성 관계, 
소인성 유전적 특성, 성적 지향, 과거의 체포 또는 기소 여부, 무직 상태, 과거의 급여 내역, 
소비자 신용 이력, 보육/부양자 자격, 가정폭력 피해자 여부, 성범죄,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 등에 관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외 업무  

대외 업무에는 정부간 관계 담당실(Offic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과 
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OC)가 포함됩니다. 정부간 관계 
담당실(Offic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은 주 및 시 입법기관과 다양한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NYCHA의 연락 담당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택국 운영과 관련된 감독 문제, 
입법 또는 세출 예산에 대해 주 입법기관 및 시 위원회 구성원들과 협력합니다. 정부간 
관계 담당실은 NYCHA의 연례 입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주 입법기관이 고려할 입법 
준비를 하도록 법무부를 지원하고, 주택부 프로그램이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입법 제안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정부간 관계 담당실은 DOC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DOC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언론, 주민, 직원, 지역사회 파트너, 일반인 등에게 NYCHA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배포합니다. 또한 시사 문제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과 연락하는 주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OC는 다른 부서 및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NYCHA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대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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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HA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음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YCHA를 대신하여 뉴스 미디어와 주고 받는 모든 연락을 포함한 언론 관계.  

• NYCHA의 언어 서비스부(Language Services Unit)와 NYCHA Journal과 같은 주민 
발행물을 포함한 주민 커뮤니케이션.  

• NYCHA의 일반 공개용 웹 사이트, NYCHA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와 같은 소셜 
미디처를 포함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NYCHA Connect를 포함한 디지털 및 인쇄물 형식의 직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혁신  

전략 및 혁신 담당실(Office of Strategy & Innovation, OSI)은 2019년에 개설되어 NYCHA의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략 기획팀과 성과관리팀을 통합한 이 부서는 서비스 디자인 및 데이터 중심의 기술을 
사용하고 혁신적 도구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과 주민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략 J.1: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데이터를 올바르게 취득하고,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시기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NYCHA와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이 운영 품질을 바꾸는 데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NYCHA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파트 수리, 주민의 연례 
재계약 체결, 자재와 소모품 조달, 개발지역의 자본 개선, 섹션 8 주택 소유주와의 거래, 
벤더에 대한 지급 처리 등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수많은 기록들이 이 
시스템에서 생성되며 명확하고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원칙, 정책, 절차, 표준을 구성하고 구현하는 원칙으로서, 
NYCHA가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더 많은 자신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주요 시스템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을까요? 우리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 받을까요? 우리는 
명확하게 주고 받는 공통의 이해와 일관성 있는 정의를 갖추고 있나요?  

전반적인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서 IT부의 분산형 모델은 다양한 시스템 사용자와 정보 
소비자가 설립한 기관의 운영, 자산 및 자본 관리, 규정 및 준법, 재무 및 행정과 같은 4가지 
핵심 분야와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IT는 운영, 전술, 전략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조직 파트너와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 데이터 거버넌스와 전략은 NYCHA가 다음의 장점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기관 전체에서 개발지역에서부터 중앙 사무소 부서까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분석을 사용하는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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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팀과 최전선 직원이 일상 업무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개선  
• 보일러, 엘리베이터, 천장 팬과 같은 NYCHA 자산의 위치, 상태, 수명 주기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하여 기획,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강화  

• 기업 전역의 자료 사전을 작성하여 여러 시스템(Maximo, Siebel, Oracle)에서 
캡처하고 보고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 

• 업무 부서에 포함된 데이터 스튜어드와 같이 NYCHA 운영의 모든 면에 대해 데이터 
관리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 

NYCHA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조직의 장기적 목표로 생각합니다.  

1. NYCHA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 

2. NYCHA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Data Governance Organization)을 구성 

3.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Data Governance Organization) 

4.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와 기술 정립  

5.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 

 전략 J.2: 신기술에 투자  

NYCHA 직원들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에 의존합니다. Maximo에서 업무 지시를 
처리하고, Oracle에 구매 주문서를 입력하고, 주민 불만사항을 Siebel에 기록하며, 기타 
수많은 도구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NYCHA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부동산 관리 분야의 
리더가 되려면 건물과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첨단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YCHA는 건물 장비 오류, 공공 서비스 사용, 실내 온도 센서 판독 등과 같은 
자산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첨단 건물 관리 시스템(Building Management 
System, BMS)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및 기타 스마트 기술 이외에도 NYCHA는 주택국 전체에 통합되어 있는 
Enterprise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Enterprise GIS는 
부서내 여러 사용자가 공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도구가 될 것입니다. 
Enterprise GIS의 기반이 되는 혁신 기술은 NYCHA 부동산의 3D, 위치 기반 "디지털 
트윈"이며 자산 관리 직원은 다른 건물 성능 및 상태 데이터와 함께 Maximo 업무 지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GIS는 운영부와 자본부 사이의 디지털 협업을 촉진하여 사일로를 세분화하고, 
자산 연령, 유용한 수명, 보증, 실제 필요성 평가(Physical Needs Assessment, PNA)의 상태 
데이터, 건물 관리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 등의 중요한 데이터를 단을 장소에 취합하여 
종합적인 자산 기획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산 관리팀은 데이터 통합을 통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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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와 기타 데이터를 자산 성과의 대체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 평가했을 때 
자산 분배, 자본 선택 프로세스, 상시 건물 평가 등에 대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NYCHA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architectur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EC) 
전문가가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계획, 설계 및 건설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인 건물 
정보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을 채택하여 기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BIM은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통합하고 GIS와 호환 가능한 3D 모형을 만들어 자본 
프로젝트(Capital Projects)의 설계자들이 운영팀 유지보수 직원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한 결과 기획에서 설계, 건설, 유지보수까지 나란히 
배열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건물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 J.3: NYCHA-Stat이 운영 결정 요청을 하도록 권한 위임 

Peter Drucker의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자주 인용됩니다. 이 계획에 
명시된 조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YCHA 직원은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NYCHA는 2001년에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NYCHA 임원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택국 생산성 추적 시스템(Authority Productivity 
Tracking System, APTS)을 실행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결과 현재 NYCHA 
통계, 동향, 추적(Statistics, Trends, and Tracking, STAT) 미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미팅은 
지난 몇 년 동안 산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써, NYCHA는 모든 
레벨에서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과 관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월례 NYCHA STAT 미팅에서는 임원들이 모여 전체 NYCHA의 보로, 근린지역, 개발지역 
차원의 성과를 완전히 투명하게 검토합니다. 이 미팅에서 근린지역 책임자에서 부동산 
관리 감독자에 이르는 부동산 관리팀의 구성원들은 임대료 징수, 임대료 미납, 연례 
재계약, 유지보수, 전문 인력 업무 지시, 벤더 업무 지시, 아파트 준비 시간, 재입주를 위한 
회전 시간 등과 같은 주요 성과 기준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게 됩니다. 예산, 인사, 법무부 등 
지원부서의 임원급 담당자들이 이 미팅에 참석하여 문제점에 대해 유용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책임감을 강조하고 직원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한 영역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후속 조치 또는 시정 조치가 필요한 모든 항목은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상부에 전달하여 시기 적절하게 해결합니다. 

부동산 관리팀을 위한 성과 검토 이외에도 NYCHA STAT 프로세스에는 자본 
프로젝트(Capital Projects) 및 조달(Procurement)과 같은 주요 부서의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 
미팅에서는 또한 HUD 합의서의 주요 영역(곰팡이, 해충, 납 성분, 엘리베이터, 난방)과 
관련된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NYCHA 성과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월 규모가 더 큰 NYCHA STAT 미팅이 열리는데 주택국의 일상 업무에 NYCHA STAT 원칙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팀과 연례 평가에 대해 매일 점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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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자부터 그날의 업무 지시를 검토하는 부동산 유지보수 감독자, 소모품의 
재고를 모니터링하는 조달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 책임자는 1주일에 1회 이상 
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주목해야 할 분야와 조기 중재로 성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해야 합니다. NYCHA STAT은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원칙과 집중적 노력을 서서히 실행할 것입니다.  

 법무부  

Legal Affairs and General Counsel의 수석 부회장, 법무부의 변호사들은 NYCHA에게 법률 
상담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전략적 이니셔티브(Strategic Initiatives)와 
특별 정책(Special Policies), 노동자 관계 및 고용(Labor Relations & Employment), 공정 주택 
및 채용 소송(Fair Housing and Employment Litigation), 항소(Appeals), 기업 업무(Corporate 
Affairs), 부동산 및 경제개발(Real E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상업 소송(Commercial 
Litigation), 일반 소송(General Litigation), 민사소송(Civil Litigation), 직원 징계(Employee 
Discipline), 주택 소송(Housing Litigation). 불법행위(Torts) 등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써 법무부는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 전략 및 혁신, 관리 
서비스부와 협력하여 NYCHA가 주민의 임대계약 조건의 집행을 개선하고 공급 관리부와 
새로운 조달 정책 매뉴얼에 대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 과정에 직원과 주민들은 NYCHA가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을 더욱 잘 집행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K.1: 세금을 초과 징수한 부동산 직원의 부담을 덜고, 근린지역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 

현재 NYCHA는 주택 지원팀과 부동산 관리자들이 임대료 미납 및 임대차 계약 위반을 한 
주민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NYCHA의 법무부와 
공공주택 임대차 관리(Public Housing Tenancy Administration)부는 소송이 제기된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려면 법률 절차에 
대해 매우 친숙해야 하고, 주택 지원팀과 부동산 관리자가 그러한 책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업무를 진행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집행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공공주택 임대차 관리(Public Housing Tenancy Administration)부, 운영부는 임대차 
계약 집행 소송을 위한 새로운 업무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새로운 
근린지역 모델 지형 구조와 조율하여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관리부와 직접 협력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부동산 관리팀과 협력하여 특정 사례의 상황 및 사실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NYCHA는 시범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주택 법원부를 심사하고, 모든 임대료 미납 
사건을 위해 포트폴리오 전반으로 확장할지 평가합니다. 확장된 주택 법원부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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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 모델과 조율합니다. 각 보로에 부관리자 및 주택 법원부 직원이 배정되며 일부 
직원은 Harlem과 Red Hook의 근린 지역에 별도로 배정되고, 별도의 
 
확장된 주택 법원부는 중앙에서 법원이 지시한 수리를 추적하고, 주민들과 만나고, 법원 
출두를 하고, 사건 파일을 작성하고, Siebel에서 서비스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미납 사건을 
중앙에서 처리하면 주택 지원팀과 부동산 관리자는 다른 규칙 및 규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다른 소송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주택 법무부를 운영부의 지리적 구성과 조율하므로 변호사와 기타 법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각 사건에 대해 단일 연락 지점을 가지게 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을 정하면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소송 과정에 해당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략 K.2: 각 사건에 대해 초기 중재를 계획 

NYCHA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가장 적합한 중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사실 관계와 관련된 
내역을 검토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지역 전체에서 어떤 규칙을 
집행하고, 어디까지 집행하는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NYCHA는 적절한 데이터를 통해 통일된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임대료 미납 또는 
연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규칙이 
집행되도록 하려면 각 사건의 상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리, HRA 보조금, 지급 계획,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중재가 더 나은 중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는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기획 

NYCHA의 주택 포트폴리오는 400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하며 이 금액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의 공공주택 자금 모델은 임대료 수익으로 자본 수정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자급자족의 형태로 설계되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자본 보조금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했고 다수의 개발지역이 두 번의 재자본화 주기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자본 수요는 주민의 생활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지보수 
직원은 실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자본 재구성을 하고 
1935년 이후 NYCHA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리소스로서 자리매김할 기회입니다. 

 

A. 자본 프로젝트  

자본 프로젝트부(Capital Projects Division, CPD)는 Super Storm Sandy Recovery and Resilience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NYCHA에서 진행하는 모든 자본 구성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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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합니다. CPD는 제한적 리소스를 전략적으로 할당하여 차세대를 위한 NYCHA의 주택 
재고량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자본 투자는 일반적으로 미래를 위해 부동산의 운영 상태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10년 전망과 5년 계획 주기로 인해 CPD는 데이터, 증거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포트폴리오, 기후 적응, 혁신 
설계 표준, 건물 기술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CPD는 NYCHA의 전반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준법, 설계, 에너지, 건물 공학 등의 전문분야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CPD는 NYCHA 자본 프로그램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에 존재했던 
사일로를 세분화했습니다.  

업무 분야는 (1) 지붕, 석조, 창문 등과 같은 건물 외관 프로젝트, (2) 난방, 엘리베이터, 배관, 
가스 파이프, 지하 난방 및 배수로, (3) 아파트 및 건물 실내 리모델링, (4) 지상 및 기타 외부 
보안 및 부지 개조 등의 4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CPD는 또한 에너지 성과 계약도 
집행합니다.  

NYCHA의 2020 Capital Plan은 인프라 개선, 대규모 현대화, 기타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수리, 
민첩성, 태풍 샌디로 피해를 입은 개발지역 복구 등을 위해 약 71억 14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연방 자본 전망, 지역의 선출 공직자와 뉴욕시의 자금 
지원, 태풍 샌디의 여파로 예상되는 재난 복구 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낙후된 난방, 엘리베이터, 벽면, 지붕 등을 해결하기 위한 61억 달러의 뉴욕시 
및 연방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는 납 성분, 곰팡이, 난방, 엘리베이터, 해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계획에는 벽돌과 지붕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건물 외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억 91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별도로 1억 14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계획에는 보일러를 위해 3억 5000만 달러,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71억 1400만 달러 중에서 47%는 연례 연방 자본 보조금에서 온 
것이고, 38%는 뉴욕시에서 지원한 것이며, 7%는 뉴욕주에서 지원했고, 8%는 기타 
보조금(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재난 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9  

이 중요한 자본 프로젝트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9 Adopted Budget for FY2020 및 The Four-Year Financial Plan FY 2021 – 2024에 따른 자본 
계획 정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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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A.1: 지속적인 내부 구조조정과 역량 확대를 실시 

최근 몇 년 동안 CPD는 자금 확보 리소스가 재발하기 어려운 제3의 독립 프로그램 
관리업체를 통합하여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PD는 또한 
관리자와 직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업계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전략적 조직 재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는 가용성과 기술 사용 개선, 양식 표준화, 내부 절차 
간소화, 다양한 프로젝트 제공 옵션 추구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 프로젝트의 흐름은 각 CPD 
부서를 거치며 집합적 노력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 기획 – CPD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 다른 NYCHA 부서들과 제휴하여 
NYCHA의 5개년 자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부서는 5개년 자본 계획의 전개를 
감독하고 NYCHA가 시기 적절하게 자금을 요구하는 재무 기획부(Financial Planning), 
계획 개시에서 종료까지 자본 프로젝트를 예측하는 비용 산정부(Cost Estimating), 
NYCHA의 종합적인 PNA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실제 필요성 평가부(PNA), 모든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관리 계약과 작업 지시를 모니터링하는 계약 
관리부(Contract Administration) 등의 4개 부로 구성됩니다.  

• 설계 – 설계부는 컨설턴트와 내부 전문가를 통해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획된 작업, 긴급 필요사항, 응급 상황에 대해 CPD와 NYCHA를 
지원합니다. 설계부는 건축부(Architecture), 엔지니어링부(Engineering), 
법규/표준부(Code/Standards)의 3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Connected Communities 이니셔티브는 설계부 소속입니다.  

•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 NYCHA 지속가능성 답당 부서인 이 부서는 에너지와 수자원 
효율성 개선을 기획하고 실행,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NYCHA 캠퍼스에 
대한 자본 개선, 신기술과 접근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범 실행, CPD 및 
기타 NYCHA 부서에 기술 지원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물은 건전한 
건물이며 이 부서는 NYCHA의 자본, 곰팡이, 납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NYCHA의 에너지 성과 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s, EPC), 
새로운 건물 관리 시스템(Building Management Systems, BMS),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 계획, NYCHA 지붕 및 주차장의 커뮤니티 공유 태양열 시설 등도 관리합니다.  

• 프로젝트 관리 – 3개의 프로젝트 관리팀과 2개의 계약직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젝트 개시에서 종료, 커미셔닝에 이르기까지 자본 프로젝트를 관리하여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기한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을 
유지하며 진행되도록 감독합니다. 중앙 집중화된 운영부는 프로젝트 관리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심사 직원을 관리하고 배정합니다. 자본 프로젝트의 
수명주기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관리하는 기획, 설계, 조달, 건설, 종료 단계로 
구성됩니다.  

• 복구 및 민첩 대응 – 이 부서는 태풍 Sandy 피해 복구 및 태풍의 피해를 입은 건물의 
복원물 설치를 위한 약 32억 달러의 자금을 감독하며,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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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의 33개 캠퍼스에 있는 220채의 건물과 관련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민첩 
대응부는 몇 가지의 시범 프로그램과 NYCHA의 민첩한 설계 전략에 초첨을 맞춘 
미래의 기후 적응 계획을 감독합니다.  

• 지원 서비스 – 우수한 서비스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원 서비스부는 인사 관리, 
물류 관리, 하청업체 지급 처리, 분석 및 보고, 건설 안전 및 품질, 품질 보증, 내부 
준법 및 교육을 포함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CPD 직원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집합적인 책임을 담당합니다.  

  전략 A.2: 데이터 중심의 전략적 자본 기획 실행  

CPD는 PNA 프로세스 및 운영 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작업 계획을 세울 때 논리적인 건축 순서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건물 외관, 지붕, 벽의 방수 작업에서 시작하여 건물 시스템, 내부 리모델링, 
지상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개발지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엘리베이터 및 난방 장치 
교체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PNA 상태 평가는 2017년 PNA 검사에서 언급된 가용 수명 및 결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 PNA 등급은 좋음에서 나쁨까지 5점 척도로 배정됩니다. 상태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좋음: 부품이 새것이거나 거의 새것이며 제 기능을 하며, 수리가 불필요하고 
결함이 없음. 

2. 좋음에서 보통 사이: 부품이 제 기능을 하며 사용 및 마모의 징후가 조금 
보이고 정기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음. 

3. 보통: 부품은 수명의 중간 단계에 있으며 제기능을 하며, 계속 기능을 하려면 
약간의 수리나 유지보수가 필요함. 

4. 보통에서 나쁨 사이: 부품은 수명의 3/4을 사용했으며, 약간의 고장 또는 
비효율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함. 고장이 잦고 계속 사용하려면 주요한 
수리가 필요함. 

5. 나쁨: 부품은 거의 수명을 다했으며, 기능을 안 하거나 거의 안 하며, 중요한 
결함이 있어서 교체해야 함.  

• 성능을 기준으로 한 작동 상태 등급(정전 횟수), 작업 지시 티켓 및 부품의 가용성 - 
이 정보는 NYCHA의 운영부에 소속된 난방 및 엘리베이터부의 책임자 및/또는 
부책임자가 매년 제공합니다. 작동 등급은 매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엑셀 
워크시트를 통해 CPD에게 전자식으로 제공하여 연례 자본 기획 할당 프로세스를 
알립니다. 

•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 또한 NYCHA 건물은 일반적으로 
단지 내에 여러 건물이 있는 개발지역의 일부이므로 주택국은 보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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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개별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개발지역 내 모든 건물의 전체 난방 
장치 시스템과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청업체 동원과 관련된 비용은 하청업체가 하나의 개발지역에서 
현장에 리소스를 배치한 후 여러 보일러 또는 엘리베이터 작업을 할 경우 
감소합니다.  

자본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다음의 데이터 소스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PNA 예측 교체 
비용, 뉴욕시 프로젝트를 위한 RA Means 비용 데이터 및 유사한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에 
결정된 NYCHA의 건설 계약 또한 NYCHA는 자본 프로젝트 배정에 단계적 확대 요소를 
적용합니다. 

 전략 A.3: 종합 프로그램 관리 정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채택 

2019년에 CPD는 투명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관리 정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e-Builder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이 간편한 이 소프트웨어는 
직원이 현장에서 본인의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문서와 프로젝트 
정보에 완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입니다. E-Builder는 더 이상 
내부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지원하지 않는 이전의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Builder를 도입한 후에, CPD는 프로젝트 인가와 개시에서 종료 또는 경우에 따라 
커미셔닝까지 NYCHA 자본 프로세스의 거은 모든 단계의 작업흐름을 요약했습니다. 
이제 e-Builder에는 기획/프로젝트 인가에서 설계, 조달, 건설, 종료, 커미셔닝까지 700여 
개의 활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9개월 동안 이전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되었으며 CPD 내외의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개발에 적절한 자금을 반영하기 위해, 작업 지시가 많은 
필수 계약 또는 단일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최대 몇 천 건)은 작업 지시별로 분리되어 
특정 자금과 함께 개별 프로젝트로서 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신규 Oracle 
자금과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방향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며 부서에서 CPD로 전달되면 수많은 양식을 삭제했습니다. 

CPD의 클라우드 기반 e-Builder 채택은 COVID-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자산임이 
입증되었는데, 이는 자금 지원이나 CDC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에 
플래그를 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은 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원격 근무 환경에 즉시 배치되어 중단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팬데믹이 고조되는 동안 CPD의 인증된 급여 항목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었는데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했으며 월 평균 7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e-Builder의 완벽한 거래 승인 절차 덕분이며 여기에는 벤더의 전자식 제출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자본 프로젝트는 일정을 준수했으며 안전과 품질 관리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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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D는 또한 뉴욕주 지원으로 35개 NYCHA 개발지역에서 난방 장치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4억 5000만 달러를 배정하는 지원금 지출 계약(Grant Disbursement 
Agreement, GDA) 프로젝트로 더 상세한 자산 관리 추적을 하기 위해 e-Builder를 시범 
사용했습니다. GDA 프로젝트는 개별 자산으로 추적됩니다. 하지만 e-Builder에서 이러한 
자산 추적을 완료하는 데 추가 리소스가 필요하므로 CPD는 다른 옵션도 찾고 있습니다. 

 전략 A.4: 비용 절감을 위해 HUD에게 공공요금 면제 요청  

NYCHA는 공공요금 절약 방법에 관계 없이 요금 절약을 위한 일련의 변경을 요청하는 
HUD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NYCHA는 몇 년 동안 에너지 성과 계약 (Energy 
Performance Contracts, EPC)를 진행하는 과정에 HUD 직원들이 협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NYCHA는 2013년에 자급자족한 1800만 달러의 단일 EPC에서 
시작하여2020년에는 3억 1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여 2016년 지속 가능성 의제의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NYCHA 에너지 프로젝트는 간단한 조명 개조에서 시작하여 절약 
비용을 화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프로젝트, 가정용 온수 분리, 탱크실의 작동 상태와 
아파트의 쾌적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물 관리 시스템 설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NYCHA가 다양한 자금조달 소스를 동원함에 따라 주택국은 보존 이니셔티브의 모든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PC 및 공공요금 절감 프레임워크는 
NYCHA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요금을 제한합니다.  

NYCHA는 다음의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최종 적으로 제출할 
분석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1. 모든 공공 서비스에서 요금 인하 혜택 수락. 

NYCHA가 뉴욕시 전력국(New York Power Authority), DEP 및 가스공급업체와의 요금 인하 
조치로 인한 재정적 혜택을 모두 유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 3년의 물 사용 기준 면제. 

NYCHA가 3년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본요금을 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NYCHA는 1-
2년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재정 개조를 위한 기준선을 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 재정 작업은 전기 및 가스 측정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3. 기본요금 동결을 포함한 모든 자금 지원을 동원하여 공공요금 절약 효과를 창출.  

NYCHA가 자본 및 운영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용 가능한 모든 소스를 
사용하여 장비 교체로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폐기물 감소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도록 허용하고, NYCHA가 연중 소비량을 동결하고,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공공 서비스 데이터를 조정하고, 천연 가스를 전기로, 또는 천연 가스를 화력 에너지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위한 조정을 허용하고, 기후 관련, 입주 또는 준법 조정 등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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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C 인센티브에 대한 제한을 폐지.  

HUD 공공 서비스 인센티브를 통한 모든 비용 절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 NYCHA로부터 수령하도록 합니다. HUD 에너지 인센티브(예: 기본요금 동결, 
추가적인 보조금)에서 NYCHA로 제공된 절약분은 에너지 절약에서 발생한 전체 재정적 
혜택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센티브 제한으로 줄어든 비용 절약분은 예상 절약분의 
10-15%이며 110,000 가구에 적용된 추가적인 건물 시스템 개조에 4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 지원 허용.  

첨단 기술로 발생한 비용 절약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제3자 계약 
또는 자금 조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NYCHA가 제안한 진공 폐기물 취합 
처리시설 시범 프로젝트는 시설 관리 직원을 20명 이상에서 2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고압 나트륨 램프의 24,000시간과 비교할 때 수명이 70,000시간인 LED 
램프 기술을 설치하여 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NYCHA의 외부 조명 프로젝트로 
인건비와 장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또는 민관 자금조달 전략에 
대한 이러한 혁신적 접근방법으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NYCHA는 개인 서비스 인건비 예산에서 각각 1000만 달러를 절약하여 1억 
20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A.5: 기타 자본 프로젝트 관리 개선책을 실행 

CPD는 현재 규정을 개선하고 NYCHA 주민들에 대한 CPD 서비스 개선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각 변화에 대한 요약과 CPD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데이트된 자본 프로젝트 절차 매뉴얼을 제작. 

모든 프로세스 이해 관계자가 반영되어 있는 업데이트된 자본 프로젝트 절차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2021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 이해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전략 문서 작성. 

통일된 프로젝트 전략 문서를 작성 중입니다.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e-Builder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개시를 위한 업계 표준이 포함된 "프로젝트 인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e-Builder 
프로젝트 인가에 대한 직원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포트폴리오에 대해 적시성, 
비용, 조직 구조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프로젝트 실행 계획(Project Delivery Execution 
Plan)과 같은 기타 문서를 제작했으며 CPD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 문서를 개시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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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지표의 사용을 확대. 

CPD는 성과추적 및 분석부(Performance Tracking and Analytics Department)와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일정과 예산, 안전 사고율, 프로젝트 기한, 하청업체 안전, 품질 성과 등을 
준수하는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성과 지표를 확인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PD는 데이터의 품질과 일관성, 업데이트의 시기적절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와 업무 요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요’ 정보를 
보여주고, 입증 정보를 확인하는 드릴다운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e-Builder의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통한 가시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준비되면 직원들이 새로운 
보고서의 활용 및 맞춤화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4. 전담 예약팀 구성. 

CPD는 전담 예약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역할 및 책임이 결정되었으며 업무 
명세서가 게시되었습니다. 채용이 개시되었고 스케줄러가 도입되면 교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5. CPD에 대한 준법 및 내부 감사 감독 강화. 

CPD에 대한 준법 및 내부 감사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내부 직책, 책임, 절차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직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부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채용 수요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6. 품질 및 안전 조사 팀의 분리. 

CPD는 품질 및 안전 조사팀의 분리를 완료했으며 새로운 역할을 확인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새로운 구성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서식과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교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7. 설계팀 시간기록 개발. 

IT부가 전개한 시간기록 정책은 CPD 설계부 이외에도 NYCHA 전체의 여러 부서에게 혜택이 
될 것이며 2021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B.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부(Real Estate Development Department, REDD)는 주택국의 아파트를 자본 
수정하고 재건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 협상 및 구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REDD는 중요한 자본 수정을 위해 240억 달러를 처리하는 10년 계획인 NYCHA 2.0 계획을 
실행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REDD의 영구적 경제성 협력 확보(Permanent Affordability 
Commitment Together, PACT) 운동의 일환으로서 NYCHA는 연방 보조금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NYCHA 및 개발 파트너들이 포트폴리오의 1/3에 대한 모든 자본 수요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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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62,000 가구를 프로젝트 기반 섹션 8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Build to Preserve"(BTP)와 "Transfer to Preserve"(TTP)는 10,000-15,000 가구의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말까지 NYCHA는 PACT를 통해 9,500가구의 
아파트를 전환합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 완전 수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13억 
달러가 여기에 투자될 것입니다. 또한 12,500가구의 아파트는 주민 참여나 사전 개발 
과정에서 PACT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집합적으로 NYCHA 건물과 아파트의 실제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산책하기 좋은 거리, 공용 공간, 주변의 가게, 교통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한 주민 건강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리소스와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전례가 없는 
기회입니다. 

NYCHA 2.0 계획을 실행하고 계획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REDD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을 지원할 수 있고 핵심 가치는 전략적으로 조율된 
다음의 업무 부서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는 주택국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일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하고, 주민과 NYCHA 전체의 
동료들에게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기획 

포트폴리오 기획팀(Portfolio Planning)은 REDD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지역사회 기획 및 참여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노력의 전반적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포트폴리오 
기획팀은 지역사회 개발부와 같은 다른 NYCHA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개시부터 
개발업체 선정까지 모든 주민 및 이해 관계자 참여를 주도하며 트랜잭션(Transaction) 팀은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까지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기획팀은 PACT, BTP, 
TTP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부동산의 선정과 관련하여 더 명확하게 정의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에 NYCHA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팀은 주민들이 미래의 지역사회를 구성할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주민 기획 및 참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시 전역의 주민 
리더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부동산 금융, 지역사회 기획, 도시 설계, 건축, 
리서치, 주거 정책 분야에서의 능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건설 

설계 및 건설(Design and Construction) 팀은 모든 REDD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해 기술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서비스에는 뉴욕주 환경 품질 
평가법(State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Act, SEQRA) 및/또는 미국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요구하는 부동산 실사, 환경 기획, 환경 심사, HUD가 폐기 
활동에 대해 요구하는 물리적 상태 평가 준비, RAD 자본 수요 평가(RAD Capital Needs 
Assessment, RAD CNA) 및 1937년 미국 주택법(Housing Act) 18절에 따른 노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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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Obsolescence Assessments), 구역 및 법규 심사, 설계 및 사양 심사, 건물부(Department 
of Buildings) 및 기타 뉴욕시 기관에 접수 및 허가 신청이 포함됩니다. 또한 설계 및 
건설팀은 PACT 수리 범위가 PACT 부동산의 실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수리를 위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PACT 수리 범위가 NYCHA 부동산의 납, 곰팡이, 석면, 난방, 
엘리베이터, 폐기물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NYCHA 주민들에게 건강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트랜잭션 

트랜잭션팀은 영구적인 융자 전환 및/또는 재금융을 포함하여 조달 절차부터 건설 완공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트랜잭션팀은 REDD 
포트폴리오 기획(Portfolio Planning)팀과 협력하여 RFQs, RFP 및/또는 RFE와 같은 조달 
자료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며,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개발 파트너를 지정합니다. 
트랜잭션팀은 선정한 개발업체 파트너, 변호사, 컨설턴트, 기타 NYCHA 개발지역과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재무 결산까지 확인하고, 트랜잭션 조건을 협상 및 구성하여 
주택국의 주민과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트랜잭션의 재무 결산시, 
트랜잭션팀은 REDD의 자산 관리팀에게 개발 프로젝트를 전달하는 작업을 조율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팀은 개발 프로젝트를 영구적인 자금조달 및/또는 기타 재융자로 
전환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관여합니다.  

자산 관리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팀은 개발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관리하고, 
포트폴리오에서 각 프로젝트의 성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팀은 다른 NYCHA 부서 및 
REDD팀과 협력하여 준법 요건 및 포트폴리오 분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추적하고, 
관리하고, 보고하고, 평가하도록 합니다. 준법 요건에는 HUD 규제 요건 모니터링, 인건비 
및 하청업체 요건 모니터링, 건설 모니터링, 퇴거 및 법적 소송 모니터링, 기타 프로젝트의 
법률 요건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포트폴리오 상세정보를 관리하려면 프로젝트의 
재무 건전성을 심도 있게 살피고, NYCHA에 대한 지급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운영 
예산을 승인하고, 필요할 때 프로젝트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산 
관리팀은 개발 파트너 및 부동산 관리자와의 프로젝트관련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운영  

비즈니스 운영팀은 REDD 전체에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팀이 예상한대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와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부서를 위해 
컨설턴트 조달을 관리하고 REDD의 다양한 외부 컨설턴트와의 계약 및 업무 관계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비즈니스 운영팀은 또한 REDD의 내부 예산을 관리하고, NYCHA 
내부의 IT, HR, 조달 및 재무 기획 및 분석과 같은 다른 지원 부서와 연락하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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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변화를 위한 청사진 및 공공 주택 보호 트러스트(Public Housing Preservation 
Trust)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NYCHA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HUD 합의서 및 기본 주택 품질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NYCHA는 해당 부동산을 안정화하기 위해 약 18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청사진 안정화 계획은 자금을 조성하고 
개선을 실행하기 위한 NYCHA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계획은 자금조달 
격차와 현재 62,000 가구의 아파트가 포함된 NYCHA 2.0의 파이프라인에 있지 않은 110,000 
가구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해결합니다. "안정화 비용"은 HUD 합의서의 모든 주요 
영역을 처리합니다.  

• 곰팡이: 부엌과 욕실의 전체 수리, 환기 시스템, 배관   

• 납 성분: 전체 제거(단순한 완화가 아님)   

• 난방: 노화되고 효율성이 없는 시스템을 친환경 솔루션으로 교체   

• 엘리베이터: 자본 교체   

• 해충: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 내부 분쇄 압축기    

• 기타 작업: 보안, 가스 파이프   

이러한 건물을 완전하게 전환하려면 안정화 투자 이외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추가로 
70억 달러가 필요하여 총 250억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 전환은 커뮤니티 센터와 
지상 개조, 새로운 외부 외장, 기타 개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 주 및 시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자금 조달을 합치고 장기 NYCHA 절감액을 
더하면 안정화를 위해 110억 달러, 전체 전환을 위해 1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화 계획은 NYCHA 최초의 모든 건물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위한 공익 재단을 설립하고, 주민에게 재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 확보 소스를 활용하여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익 
재단은 대규모의 역사적인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연방 입주자 보호 바우처(Tenant 
Protection Voucher, TPV)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TPV는 HUD의 가장 가치가 있는 바우처로서 다른 연방 지원 보조금의 거의 두 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NYCHA에는 TPV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10,000 가구 이상 있는데 이것은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HUD의 "낙후"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가구가 "낙후되면" 
TPV를 수령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NYCHA는 자본 조달을 위해 이 TPV 보조금을 담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HUD는 TPV를 
자본 수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아파트에 귀속시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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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는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NYCHA는 연방정부 TPV 보조금 1달러당 6달러 
이상의 자본수리를 완료할 수 있어 110,000가구의 아파트 모두를 안정화하기에 충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화 전략의 전체 자금조달에는 추가적인 의회 
차원의 전용이 필요합니다.  

NYCHA는 공익 재단을 통해 완전한 공공 제어를 하는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공공 기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NYCHA는 공익 재단과 장기 토지 임대 계약을 합니다.   

• 공익 재단은 건설 관리 계약을 감독합니다.   

• 공익 재단은 다시 NYCHA에게 부동산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의뢰하는 계약을 합니다(노조는 유지).   

D. 임대 주택 

임대 주택부(Leased Housing Department, LHD)는 NYCHA의 주거 선택 보조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섹션 8)을 관리합니다.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NYCHA는 공공 및 개인 소유의 아파트로서 정해진 주거 품질 
표준(Housing Quality Standards, HQS)에 부합하는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적격 가족을 
위해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이 
표준 지불액의 최대 금액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또는 주택 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총 조정 수입의 30%와 
NYCHA가 승인한 계약 임대료 사이의 차액입니다.  

임대 주택 프로그램(Leased Housing Program)에 참여하는 24,954명의 소유주는 
185,12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83,225 가구의 섹션 8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대 
임대료는 평균 월 $1,403이며 주민은 평균 $360를 지불하고 NYCHA는 보조금으로 평균 
$1,053를 지불합니다. 섹션 8 주민의 평균 연간 소득은 $17,150입니다. 공공주택 및 섹션 8 
프로그램을 합치면 뉴욕시 총 가구의 7%에 해당하며 뉴욕시 인구의 7%에 해당합니다.40  

PACT/RAD 및 Preservation Trust 프로그램은 섹션 9 공공주택 보조금 플랫폼에서 섹션 8 
보조금 플랫폼으로 포트폴리오 전반의 종합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관리 대상인 바우처는 거의 170,000개가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40 Voucher information per Adopted Budget for FY2020 and The Four-Year Financial Plan FY 2021 – 2024.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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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플랫폼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LHD는 운영 및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 
목적은 LHD가 프로그램 성장에 맞추어 미래의 리소스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할 때 LHD는 업무량 분석, 사무실 수용 능력, 소프트웨어 평가, 
전환을 하는 동안 주민의 퇴거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요소 등과 같은 운영적 측면을 
검토합니다.  

  

 전략 D.1: PACT Pathway to Authorization 시범 실행 

PACT 시범 프로그램 – Pathway to Authorization은 LHD가 전환 과정에 주민의 퇴거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의 예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해당 
부동산이 프로젝트 기반 섹션 8로 전환할 때 허가된 지위를 인정 받고 섹션 8 지원을 받을 
수 있는 PACT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무단 입주 가구를 위해 제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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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D.2: 바우처와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비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s, HCV) 프로그램에 따라 연례 재계약, 임대차 
계약 갱신/계약 임대료 인상,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실시하는 주거 품질 표준(Housing 
Quality Standards, HQS) 조사와 같은 정기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 요청, 중간 
재계약, 법원 출두 등과 같이 빈도가 낮게 발생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LHD가 현재 업무량을 
분석할 때 적절한 직원 배치를 결정할 때 각 활동 유형과 빈도를 고려합니다. 위의 "연도별 
예상되는 HCV 프로그램 합계" 차트에 표시된 예상 증가치를 고려할 때, LHD는 현재 
상태에서 처리 소요 시간이 최신 상태가 되도록 업무량 분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적정 직원 수를 사무실 공간 가용성의 영향, 정보 기술 및 제3자 지원과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일자리 및 회복 전략  

1992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으로 개정된 
1968년 주택법(Housing Act)은 특정 HUD 재정 지원으로 발생한 고용 및 기타 경제 기회는 
기존의 연방, 주 및 지방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최대한 저소득층 및 극빈자 계층, 특히 정부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극빈자 계층에게 경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4 CFR Part 135에 명시된 섹션 3 규정은 일반적으로 계약 및 채용 목표, 섹션 3 비즈니스의 
사용, 기타 경제 기회 등 3가지 영역에서의 활동과 요건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규칙에는 
조달, 채용, 경제 기회, 적격 법인 구성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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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ousing Operating Fund, Capital Fund 및 HAP Funds, 뉴욕시가 제공한 CDBG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HUD 제공 자금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HCV 프로그램 내에서 섹션 3을 
진행하고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 및 기타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HCV는 주로 소유주에 대한 주택 보조금의 창구로서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HCV와 섹션 3의 관계 평가는 다음의 개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계약 한도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하청업체 및 하위 하청업체에게 
적용되며 섹션 3 활동이 섹션 3 지원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에 
관계 없이 전체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NYCHA는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않는 작업에 대해 이미 섹션 3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섹션 3은 모든 주택 건설, 재건축, 전환 또는 재건(납 성분 페인트 위험물질의 감소 및 제거 
포함), 건축이나 개조를 포함한 기타 공공 건설(소유권에 관계 없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 계약에 설치가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섹션 3이 적용되는 
계약에는 소모품 및 자재 구매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NYCHA는 NYCHA 섹션 3 정책 및 규정을 개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다음의 4개 
일반 영역으로 분류하는 별도의 정책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트 1 – 섹션 3 주민/노동자 채용 

파트 2 – 섹션 3 사업체와 비즈니스 개발 및 계약 

파트 3 – 섹션 3 주민의 채용 또는 섹션 3 비즈니스 사용을 촉진하는 조달 규정 

파트 4 – 위의 준법 노력을 바탕으로 섹션 3 주민을 위한 기타 경제 기회를 창출 

다양한 준법 요소를 연결하는 것은 섹션 3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섹션 3은 
NYCHA의 모든 부서에게 영향을 주는 주택국 전체의 책임입니다. NYCHA의 조달부 내부의 
벤더 정직성 및 공급업체 다양성부(Vendor Integrity & Supplier Diversity)부와 주민 경제적 
권한위임 및 지속 가능성(Resident Economic Empowerment & Sustainability, REES) 담당실은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섹션 3 주민과 사업체들을 주택국이 창출한 기회와 연결시켜 
줍니다. 최근에 이들 부서는 모든 직원을 위해 준법 격차를 해결하는 새로운 중간 표준 
절차 및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NYCHA는 섹션 3 사업체 계약 기회와 기타 도구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지침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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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관리 계획  

NYCHA의 전환 계획은 주민, 부동산 및 직원들에게 상당한 개선 및 향상의 효과를 
제공하지만 본 계획에서 논의된 여러 변화의 효과를 얻으려면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변화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리더십의 전환 기간이 발생하고 단기적인 생산성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변화 관리는 전환 계획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연구 결과 변화를 위한 노력의 
70%는 성공하지 못하며 혜택을 얻지 못하거나 완전히 방치된다고 합니다.41 변화 관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교육, 의사소통, 리더십 조정, 변화에 대한 비전, 변화 담당 홍보대사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소프트(정성적) 요소와 하드(정량적) 요소의 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리더의 후원, 공통의 
비전, 의사소통, 상급자 및 중간 관리자의 변화에 대한 주인의식이 포함됩니다. 조직 
차원의 변화 관리는 전환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동시에 진행하며 해야 합니다. 

만능적인 조직의 변화 관리 접근법, 전략 및 프레임워크는 특히 조직 전체의 전환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NYCHA에게는 분산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근속 기간과 경험이 다른 11,000명의 직원들과 주민이기도 한 직원들의 
참여와 인정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 관리 계획은 NYCHA의 
전환 계획의 핵심적인 기반을 이루며, 변화의 비전과 접근방법을 결정하며, 전환 과정에 
특정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NYCHA의 변화 관리 접근방법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 변화에 대한 대비 및 현재 상태를 이해 – 참여를 촉구하고 NYCHA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이해. 

• 미래 상황과의 조율 – NYCHA의 이상적인 미래 모습을 정의하고 변화 관리 전략과 
계획을 설계.  

• 변화의 실행 – 변화 관리 활동을 실행하고 피드백과 교훈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전략을 업데이트. 

• 변화를 보강 – NYCHA 전역에서 KPI를 모니터링하고, 변화 관리 접근법을 평가하며, 
배운 교훈을 연구하여 변화와 모범적인 행동을 유지하고 강화.  

 변화 대비 및 현재 상황 이해 

NYCHA가 전환 계획을 개시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에 요약한 바와 같이 최근 및 
예정된 활동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1 Harvard Business Review: What Everyone Gets Wrong About Change Management by N. Anand and Jean-Louis Bars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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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관계자 인터뷰 – NYCHA 전략 및 혁신부의 변화 관리팀은 조직 전체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배경, 견해, 우선순위, 변화와 관련된 경험, 전환 계획에 대한 
인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팀은 NYCHA 전체의 부서 리더들과 
27회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 크로스워크 – 이 팀은 과거의 계획을 비교하고 NYCHA 전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하여 크로스워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변화 관리, NYCHA 모니터, HUD, SNDY에 대한 외부 보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NYCHA 로드맵과42 진화하는 전환 계획 사이의 연관성 및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스워크로 전환 계획에서 인력 기획, 채용, 채용 활동, 주민 교육, 
고객 데이터 관리 등의 분야 중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했습니다.  

• 전환 계획 다과 세션 및 설문조사 – 전환 계획 업데이트를 알리고, 질문에 답변하고, 
직원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일련의 가상의 다과 세션을 개시했습니다. 세션 후 
참석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수집된 답변은 현재 
지식과 전환 계획에 대한 생각을 평가하고, 전략에 대한 의견, 제안사항, 질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2 KPMG는 성숙도 평가에서 확인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NYCHA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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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대비 설문조사43 – 간략한 웹 기반 변화 대비 설문조사는 전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변화 대비에 대한 의견 및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NYCHA의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전송됩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전환 계획을 실행하는 상황에 대한 직원의 인식 평가 
o 전환 계획으로 발생한 변화 관련 경험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이해 
o 변화 관리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파악 
 

이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12월부터 4-6개월 동안 NYCHA의 전체 직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첫 번째 설문조사는 미래의 진행 상황에 대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설문조사로 수집한 데이터는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준비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화된 참여,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변화 영향 평가 – 변화 영향 평가는 전환 계획의 영향을 받은 이해 관계자와 이들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의 준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변화 영향 평가는 전체 NYCHA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파악, 기록 및 분석하며, 이해 관계자 그룹별로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직원, 역할,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영향을 관찰합니다. 새로운 여러 정책의 타이밍은 부서나 
개별 직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시기와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변화를 전체론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상태에 대한 조율 

이해 관계자 참여 활동을 통해 계획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택국은 변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진이 참여하고 직원 권한 위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직원참여 위원회(Employee Engagement Committees, EEC): 인적 자원부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NYCHA는 2017년에 코호트 모델을 통해 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EEC를 개설했습니다. 직원이 EEC 구성원이 되려면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현재 25-35명으로 구성된 2개의 코호트가 있으며 세 
번째 코호트는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변화 관리팀은 EEC와 협력하여 전환 계획의 
핵심 가치인 "서비스 문화"와 "직원 권한 위임"을 NYCHA의 문화에 도입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EC는 NYCHA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HUD, SDNY 및 모니터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3 KPMG는 2019년 9월에 변화 대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회장실에서 600여 명의 
리더들에게, EVP에서 부동산 관리자들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주로 HUD 합의서 관리자 및 새로운 
회장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환 계획 변화 대비 설문조사는 KPMG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 
예정이며 KPMG 변화 준비 보고서에 요약한 위험을 NYCHA이 해결하는 진행 상황을 추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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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네트워크: 변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전환 계획에서 변화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EEC 업무를 확대하여 NYCHA 
전체에서 각 부서 및 주택 개발지역에서 1명 
이상의 변화 홍보대사를 포함하여 200-300명 
직원으로 구성된 변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교차 직무적 이해 관계자 그룹인 변화 
네트워크는 직원 참여팀 및 기타 부서와 
협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변화 네트워크는 
다음을 위한 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o 주택국 전체에서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촉진 

o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진단 
o 조직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관행을 파악 
o 미래의 이니셔티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 
o "이상적인" 상태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참여 

o 인식과 열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동 및 의견으로 변화를 촉구 
또한 변화 홍보대사를 지원하기 위해 변화 네트워크 툴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툴킷은 
역할과 책임, 예정된 활동을 요약하고, 변화 홍보대사들이 해당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변화 홍보대사를 
지원하거나 담당 EVP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미팅 주기는 매월 1회입니다. 변화 
홍보대사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리더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문제를 제기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계획: 변화 관리의 주요 
구성요소는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피드백을 
적극 기록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집중 그룹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은 전환 계획을 이해하게 
되지만 언제 어떻게 전환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국은 직원들이 
정보를 수령하는 방법과 수령하기를 
원하는 방법에 맞게 여러 채널을 
사용하는 메시징 전략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 리더십 조율: NYCHA의 변화 관리 정책과 전반적인 전환 계획의 성공에 있어서 
임원들의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진의 동의를 얻고, 전환 계획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고,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조율하며, 변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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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NYCHA의 모든 부서에서 40명의 리더 및 EVP와 함께 변화 관리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부서를 이끄는 사람들로서 직원들과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도구를 갖추고 직원들이 변화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리더들이 참여하여 팀원들과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와 도구 및 피드백을 공유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 교육: 주택국은 전환 계획에서 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해하며, 직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육은 필요에 따라 각 
이니셔티브로 통합되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기관 교육 계획에 맞게 맞출 
것입니다.  

 
 변화를 실행 

예정된 변화를 실행하는 것은 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전 단계에서 시작된 활동은 지속적인 개선 및 피드백 수집을 통해 
전환 계획의 구현 과정에 계속 진행될 것이며 변화 관리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지속적인 개선: 주택국은 4-6개월마다 변화 대비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 네트워크, 
EVP와의 정기 미팅, 직원 참여 등을 통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NYCHA의 변화 관리 계획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물/성공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실행 상태를 검토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변화 관리 접근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프레임워크: 
위에 요약된 주요 활동에서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국은 지속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NYCHA 
피드백과 변화 관리 서비스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변화를 보강 

변화 정책의 다수는 단기적으로 성공을 경험하지만 조직의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조직 전체에서 변화와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 및 강화하려면 
효과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긴밀하게 추적하고, 직원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 
메시지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택국은 이해 관계자 그룹 



2020년 11월 16일 – 논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배포를 금지합니다. 

92 
 

전체에서 새로운 프로세스 준수를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변화 관리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고 전환 계획으로 예상되는 장점을 모두 누리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과 얻는 교훈을 통합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실행 계획 

NYCHA의 복잡한 전체적 전환은 이 계획에 설명된 전략이 서로 의존적이며, 합의서 준법 및 
행동 계획과 중복되므로 반복적인 실행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직원과 이해 관계자가 
NYCHA의 전환 기획 및 실행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각 이니셔티브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현 과정에 NYCHA는 주요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를 모니터링하여 각 전환 전략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성공에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A. 접근 방법 
 
NYCHA 전환의 모든 사항과 마찬가지로 구현 계획을 위해서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NYCHA는 각각의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련의 기획 미팅을 통해 특정 전략에 
가장 가까운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집합적으로 "책임자")은 전략 및 
혁신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NYCHA의 전환을 위해 신중한 단계별 접근방법을 
구축합니다. 후속 프로젝트 계획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 실행 단계 – 프로젝트 완료에 필수적인 특정 과제 
• 프로젝트 책임자 – 각 프로젝트 또는 실행 단계를 담당하는 개인 
• 프로젝트별 종속성 - 프로젝트 실행이 다른 프로젝트에 직접 의존하는 것. 
• 추가적인 종속성 – 전략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정 행동, 프로젝트, 
장애물 또는 논리 

• 시작/종료일 및 기간 – 기획 미팅에서 각 실행 그룹은 각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기한을 정하는 일을 합니다. 

• 리소스/비용 – 특정 프로젝트 또는 과제를 위해 실행을 완료하기 위해 알려진 
또는 예상되는 '등가 풀타임 일자리 수'(Full Time Equivalent, FTE),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PS) 또는 '개인 서비스 외 항목'(Other Than Personal 
Service, OTPS) 

• 위험 – 종속성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나 과제를 기획하거나 실행을 완료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 계획은 NYCHA에게 기관 전체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종속성, 적시성, 리소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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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로드맵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NYCHA 전환의 규모, 범위, 기간, 순서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기관 전체의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은 전환 계획의 장기적 
목표를 전달하는 시각적 도구 및 기획 도구로서 NYCHA가 전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NYCHA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전환 계획에 설명된 전환 전략의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보로 행정팀(Borough Administration Teams) – 1단계의 일환으로서 조달, IT, HR, 재무 
중앙 사무소 직원을 보로 사무소로 재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로 행정팀의 업무 
개시 

• 근린지역 모델(Neighborhood Model) – 특정 근린지역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기 전에 
NGO1 및 Mixed Finance 포트폴리오를 지리적 근린지역으로 흡수 

• 부동산별 예산 수립 - 부동산 관리자가 HUD 자산 관리 요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연례 예산 수립 기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중심의 예산 
수립을 단계별로 실행 

• 일관성 있는 업무 절차 및 선제적 사건 중재 – COVID-19가 NYCHA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선된 데이터 중심의 임대차 계약 집행을 진행하는 
연체료 미납 및 만성 연체 사건을 위한 중간 우선순위 프레임워크를 마련. 

NYCHA의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하는 사례는 다양한 업무 절차 및 본 변환 계획에 설명된 
조직 변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각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부서간 
개선사항, 개혁 및 구조조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우선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NYCHA는 효과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긴밀하게 추적하여 직원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래의 로드맵은 NYCHA의 
장기적 전환의 복잡성과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행 계획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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