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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ONSO DAVID 주지사 법률 고문의 성명서  

  

  

“주정부는 현재 위기에 처한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 전역 세입자 협회장 협의회(Citywide Council of Presidents)는 

뉴욕시 주택청(NYCHA)이 운영상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의 

예산을 “압류”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지사는 최근 뉴욕시 주택청(NYCHA)의 여러 주택 단지를 둘러 본 후, 

주거 환경이 “역겨울” 정도의 상황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 주택을 재정 지원할 책임이 있는 연방 

정부와 만성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뉴욕시 주택청(NYCHA)에 있습니다.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주지사는 올해의 예산으로 뉴욕시 

주택청(NYCHA)에 추가로 2억 5,000만 달러를 재정 지원하겠다는 최근의 공약을 통해 

단호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 공약으로 전례가 없는 최근의 주정부 지원금 3억 달러에 

추가로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주정부는 공공 주택청을 재정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등의 

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뉴욕주에는 150 곳의 공공 주택청이 있지만,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관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는 난방과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며 해로운 곰팡이와 유독 납 페인트에 노출된 환경을 포함하여 

건강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안전을 해치는 독특한 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NYCHA)의 만성적인 부실 관리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공약은 모두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시정부는 13년 동안 뉴욕시 

주택청(NYCHA)에 20억 달러를 재정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처음 4년 동안 뉴욕시 

주택청(NYCHA)은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연간 평균 7,800만 달러만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정도의 지출 비율로는 시정부가 배정한 금액을 지출하는 

데 27년이 걸릴 것입니다.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 세입자들은 최근 뉴욕시 주택청(NYCHA)과 시정부를 

대상으로 투쟁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NYCHA) 

세입자들은 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청업체와 공사 계약의 선정 및 감독에 

대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 세입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자녀와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뉴욕시 

주택청(NYCHA)의 관료주의 틀안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기관을 우리는 재정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에 갇힌 뉴욕시 

주택청(NYCHA)이 흡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주요 

공사 계약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하청업체와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정의 공사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거버너 Mario M. 

Cuomo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기차역 공사 

현장에서 독립적인 하청업체가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정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NYCHA) 주택 단지를 위해 같은 방식의 접근 방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방 정부와 시정부는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세입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하청업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주거 환경의 기준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건설 공사 

과정에서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주지사는 주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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