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2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가 저소득 뉴욕 시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지원용으로 거의 7,000만 

달러를 발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12월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6,900만 달러가 넘는 금액 

 

상하수도 차단 유예 조치 종료 시 단수에 직면할 개인 및 가구를 돕기 위한 연방 기금 

 

Kathy Hochul 주지사가 저소득 뉴욕 시민들이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에서 6,980만 달러를 12월 1일부터 사용할 것이라고 금일 

발표했습니다. 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이 주관하는, 저소득 가구 상하수도 지원 프로그램(Water Assistance 

Program)은 다음 달 상하수도 차단 유예 조치 종료 시 겪게 될 서비스 중단을 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자격 개인 및 가구에게 상수도 지원금으로 최고 2,500 달러 및 하수도 

지원금으로 최고 2,500 달러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팬데믹의 파괴적인 피해에서 

복귀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이 상하수도 서비스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팬데믹을 겪는 동안,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은 가구의 재정적 안정에 너무도 자주 엄두도 못낼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 지원으로 뉴욕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걱정을 떨치고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 특히 그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상하수도 

요금 지불에 지출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대략 

105,000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금은 최소 20일 요금을 체납한 가구 및 

즉시 지불해야 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홈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처럼, 자격은 수입, 

가구원 수 및 체납액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는 총 월수입이 

5,249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OTDA 행정부 부커미셔너 Barbara Guinn는 말했습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요금은 이미 

어려운 가구에게 또다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적절한 기금이, 많은 이들이 공공 

보건 위기의 결과로 경험했던 부정적 재정적 충격을 넘어 나아가려 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가구 및 개인들이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리인 Yvette Clarke는 말했습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차단 유예가 끝난다면, 저는 

체납한 상하수도 요금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뉴욕 시민들을 위한 이 기금을 

진심으로 환호합니다. 보편적인 상하수도 사용은 단지 염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전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코로나19의 충격을 포함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애쓰는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해 지속하는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주가 이 

나라에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영속적으로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긍지를 느낍니다. 저희는 이 기금을 통하여 저희 주 전역에서 대략 105,000 

가구에게 물에 대한 인도적 이용권을 제공하며, 저는 Hochul 주지사님의 지도력과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편적 물 이용을 

위한 이 투쟁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리인 Paul Tonko는 말했습니다. "물 가용성 문제는 많은 뉴욕의 가구들에 어려움을 

제기하는데, 이는 다만 코로나19 공공 보건 위기로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의회는 최근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상하수도 지원 기금을 제공했으며, 저는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많이 필요한 구호를 가장 기본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대리인 Kathleen Rice는 말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긴급한 구호를 

제공할 것이며, 그들이 상하수도 서비스의 차단을 피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에서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 중인 많은 가구들에게 이 

기금을 사용하려는 주지사님을 칭찬하고 지지합니다." 

 

주 상원의원 Roxanne J. Persaud는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팬데믹이 아주 많은 뉴욕 

시민들을 생존투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이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들에게 시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그들은 회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로벌 보건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Hochul 

주지사님의 지도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Linda B. Rosenth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체에서 가구들은 여전히 

집세, 상하수도 요금, 식비 등을 조달하느라 애를 먹고 있으며, 뉴욕주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긴요합니다. 가구들이 상하수도 차단 유예 조치로 

일시적으로 보호 받는 동안, 가구들이 체납한 상하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차단 유예 종료 

후 차단을 막도록 돕는 보다 탄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의 많이 필요한 이 



기금이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없는 뉴욕 시민들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며 그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오게 도울 것입니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otda.ny.gov/lihwap을 방문하세요.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등록된 분들,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또는 보충 안전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수령하신 경우는 

명확히 자격이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 여전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OTDA가 실시한 조사는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의 수가 주 일부 지역에서 대략 

250 달러의 평균 체납금으로, 최고 15% 범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국적으로, 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평균 합계 상하수도 요금은 1년에 1,200 

달러입니다.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차단 유예 하에 보호되는 상하수도 시설에 접속되는 것인데, 이는 

12월 후반까지 연장됩니다. 통제된 상하수도 시설 역시 신년 공휴일까지 내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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