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 년 7 월 20 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입은 마운트 버논 주민들에게 300 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Mount Vernon Healthy Homes 프로그램 시작 및 물 인프라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을 돕겠다는 약속 이행  

   

Mount Vernon 의 쇠퇴하는 물 인프라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주의 역사적인 1 억 
5,000 만 달러 투자 보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 사무실 산하 폭풍피해복구실의 Mount Vernon 

Healthy Homes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물 인프라 

및 관련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주의 역사적인 1 억 5,000 만 달러 투자를 

보완하는 300 만 달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영향을 받은 주민들과 

함께 정보 세션 및 신청 Q&A 를 위해 모였습니다. 세션에서, 주민들은 300 만 달러 

규모의 주택 교정 및 복원력 시범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체계적인 주택 불평등으로 

인한 마운트 버논의 상하수도 인프라 난제 이후, 뉴욕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300 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마운트 버논의 물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1 억 5,000 만 달러 투자를 보완하며,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싸우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마운트 버논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선한 식수와 적절한 하수처리 

장치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에 대한 뉴욕의 초점은 현재 수질 장애를 

겪고 있는 마운트 버논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교정 및 복원 시범 사업을 통해 집주인들이 고장 

난 정화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질장애 완화를 위해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GOSR)의 Katie 

Brenn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존엄하게 살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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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GOSR 의 마운트 버논 시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주택 내 오랜 하수 

문제와 납 노출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마운트 버논에 

있는 집을 더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Patterson-Howard 시장과의 

파트너십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운트 버논의 주민들은 물 인프라 

위기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문제에 대처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건을 시작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버논 마운트의 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운트 버논 시 및 

지역사회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계속하여 주민들이 한 번쯤은 다루어 온 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hawyn Patterson-Howard 마운트 버논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운트 

버논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와 수십 년 동안 무시되어 온 인프라 붕괴의 영향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수 및 하수구 백업이 노인 및 가족에게 끼친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팀이 Hochul 주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마운트버논 

주택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구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 300 만 달러의 자금은 가정 내 

환경적 위해를 해결하고 하수 및 물 사고로부터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George Latime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 내 

심각한 상하수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마운트 버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구호를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ealthy Homes Program 의 개시는 Mount Vernon 가족들이 폐수나 홍수 피해에 대한 

수리, 하수 역류 방지 노력,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환경 교정 조치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ount Vernon 의 중요한 물 인프라는 

오래되고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Healthy Homes Program 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022 년 4 월 15 일, Kathy Hochul 주지사, Shawyn Patterson-Howard 마운트 버논 

시장 그리고 George Latime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장관은 마운틴 버논에 1 억 

5,000 만 달러와 도시의 하수 및 물 인프라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300 만 달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GOSR 에 의해 관리되고 가장 자주 영향을 

받고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환경 위험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에 대한 탄력성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참여하는 주택은 폐수 또는 홍수 

피해에 대한 수리, 하수 역류 방지 조치의 설치, 주택 내 물로의 납 침투 완화 및 기타 

필요한 환경 교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거주자들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stormrecovery.ny.gov/mountvernon 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mayor-patterson-howard-and-county-executive-latimer-announce-historic&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2abd85634dfb492a197408da6a77594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935808026952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tXYnGKA8Ok%2Bsa%2ByBU0B4HjUAahYyKGKIr0ORPoiwJ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stormrecovery.ny.gov%2Fmountvernon&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2abd85634dfb492a197408da6a77594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935808026952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es5urQudBdbPkx3D0lz5tD7z%2FFpAT1t%2FM4Wcg6xkNQ%3D&reserved=0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마운트 

버논 주민들은 유독성 하수가 그들의 집으로 범람하고, 그들의 물을 오염시키고, 지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마운트 

버논과 같은 프로젝트를 끝내 성공시키기 위해 초당적 인프라 및 일자리법의 역사적인 

청정수 기금을 확보했고, 이번 하수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마운트 버논이 오랫동안 그들이 원해왔고 

마땅히 받아야 할 하수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Jamaal Bowma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Mount Vernon Healthy 

Homes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서가 공개되는 것은 유익하고 시기 

적절한 것입니다. 이번 주 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NYC 는 홍수와 사람들의 집, 

학교, 그리고 직장에 피해를 초래한 또 다른 극심한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집, 도로, 

고속도로는 우리가 현재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날씨에 견디도록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와 마운트 버논은 기후변화의 극심한 날씨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주택 교정 조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의 상하수도 

인프라를 개선하여 앞으로 더 적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Jamaal Bail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계획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탄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운트 버논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부주의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자금 지원을 통해, 이 시범 프로그램은 홍수 피해, 하수 역류 및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받고 위험이 높은 주택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시스템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마운트 

버논의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기울여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과 Shawyn 

Patterson-Howard 마운트 버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J. Gary Pretlow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t Vernon Healthy Homes 

Program 은 우리 도시의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프라 상태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시민들의 집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우리는 우리의 대도시를 괴롭혀온 피해를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 Office of Storm Recovery) 소개 

2013 년 6 월에 설립된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열대성 폭풍 리(Tropical 

Storm Lee) 등에 대한 뉴욕주 전 지역의 복구 활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성장 

주택 복구 프로그램(NY Rising Housing Recovery Program), 중소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지역사회 재건축 프로그램(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 



인프라 프로그램(Infrastructure Program), 설계에 따른 재건 프로그램(Rebuild By 

Design Program) 등을 통해, 주지사 직속 폭풍피해복구실(GOSR)은 악천후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한 재난 복구(CDBG-DR) 기금인 연방 정부의 지역사회 개발 정액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으로 45 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GOSR 은 또한 CDBG-CV(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Coronavirus) 기금을 

활용하여 Mount Vernon Healthy Homes 와 같은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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