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의 공중 보건 위험 및 안전 위험을 

조사할 것을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 DEPARTMENT)에 지시  

  

뉴욕 주민에게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이 되고 있는 곰팡이, 해충, 납 페인트 등을 비롯한 

위험한 거주 조건에 대한 보건부의 조사  

  

주지사, 주정부 예산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뉴욕시 주택청(NYCHA)을 대상으로 하는 

세입자가 주도하는 감독위원회(Oversight Council) 계획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주택 단지의 재앙에 가까운 위험한 상황을 조사할 것을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습니다. 이 발표 이전에, 

주지사는 Ruben Diaz 자치구 대표, Ritchie Torres 시의원, Michael Blake 뉴욕주 

하원의원,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 뉴욕시 주택청(NYCHA) 

세입자를 대표하는 Jim Walden 변호사 등과 함께 브롱크스의 뉴욕시 주택청(NYCHA) 

건물인 잭슨 하우스(Jackson Houses)를 시찰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행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증거인 건물 벽의 곰팡이, 해충, 그리고 벽에서 벗겨지고 있는 수십 년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페인트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거 조건은 공중 보건에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며,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들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 본 상황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만큼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미국 전 지역에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 단지들을 시찰했습니다. 뉴욕주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의 주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주민분들은 당연히 더 나은 곳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 상황은 더욱 개선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NYCHA) 주민은 당연히 안전하고 거주가 

가능한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직접 둘러 본 주거 상황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납, 곰팡이, 해충에 노출되는 것은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뉴욕 



 

 

주민에게 특별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저희 팀은 앞으로 실시할 조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Zucker 박사는 주정부 검사 결과 

명백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나타날 경우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공중 보건 

위험에는 곰팡이와 잠재적인 납 페인트 위험 등, 시정부 공무원들이 무시한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재정 지원 방법과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수 방법을 감독하기 위한 세입자 주도의 감독위원회(oversight council)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문제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재앙에 가까운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추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들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뉴욕시 주택청(NYCHA)의 세입자 이사회(tenant 

board) 이사들과 도시 전체 세입자 협회장 협의회(Citywide Council of Presidents)의 

구성원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세입자 주도의 감독위원회(oversight council)는 지지 단체, 선출직 

공무원, 종교 지도자, 노동 조합 지도자들과 협력하게 될 주민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세입자 주도의 감독위원회(oversight council)의 설립은 2018-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Y 2018-19 State Budget)에서 협의될 것입니다.  

  

위험한 보건 상태 외에도, 수많은 뉴욕시 주택청(NYCHA) 세입자들은 추운 겨울 내내 

난방이나 온수없이 지내왔습니다. 공공 주택에 배정된 주정부 기금 중 가장 큰 3억 

달러의 주정부 기금이 뉴욕시 주택청(NYCHA)에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 

공무원들은 고장난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최장 4년이 걸릴 것이라는 결정을 이전에 

내렸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하여 세입자를 위한 즉각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의 경우, 현재 도시 전 지역에 위치한 약 18만 채의 아파트에 

4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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