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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유틸리티 기업이 유틸리티 공급 중단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모라토리엄은 코로나19 비상 사태 해제 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80일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유틸리티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중소기업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법안(S.1453-B/A.6225-A)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후 180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후 180일 중 일찍 도래한 일자까지 

모라토리엄이 연장됩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반드시 이러한 고객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연체 금액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케이블 및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로 확대되며 2021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주지사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중소기업이 모라토리엄을 통한 보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널 끝의 희망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반드시 복구와 재건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이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모든 유틸리티 공급 중단에게 대한 

모라토리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이 계속 자신 및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모라토리엄을 확대하는 이유입니다."  

  

Kevin Park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 

주민의 삶과 생계가 위협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직장을 잃었고, 

그 결과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유틸리티 모라토리엄 조치는 우리가 경제를 

재건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이 중대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Diana Richard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일 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뉴욕 주민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 기존 유틸리티 공급 중단 



 

 

모라토리엄을 유지 및 연장하는 것은 뉴욕 주민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양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지사는 과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인 소비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6년 뉴욕의 에너지 경제성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뉴욕 가족 920,000 가구 이상이 소득의 6% 이상을 에너지 

요금에 지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 152,000 가구로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은 매년 2억 3,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이 전기와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및 전기 유틸리티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 예산은 해당 고객이 

유틸리티 기업에 연체한 최대 12개월 사용 금액에 대하여 동일 금액의 소득세 공제 

크레짓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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