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20 12:55 PM DRAFT 

주민 여러분,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e Authority, NYCHA)의 자산 관리 사무소(Property 

Management Office)는 운영을 계속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줄였으며 직원과 주민 사이의 직접 대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리 사무소의 직원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주민들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예약 방문 

시에는 직원이 접수대 뒤에서 응대할 것입니다.  

 

자산 관리 사무소는 사무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퇴거 의사 

공지, 열쇠 반납, 실린더/우편함 교체, 열쇠 복사 등의 업무 및 창문 안전장치(Window 

Guard) 연례 고지 및 6세 미만 어린이 설문조사 접수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대면 임대료 징수는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료는 우편, 전화, MyNYCHA 앱, 승인된 

온라인 뱅킹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불과 관련하여 우려사항이 있거나 금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NYCHA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는지를 

https://nychajournal.nyc/guidance-to-public-housing-residents-on-rent-hardship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YCHA 개발 서비스 업데이트 

계획되었던 난방, 온수, 단수는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두 중단될 예정이나, 특수 난방 

및 엘리베이터 팀 및 기타 긴급 상황 대응 팀이 24시간 대기체제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NYCHA는 아파트의 긴급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NYCHA는 난방 및 온수 문제, 누수, 가스 누출, 침수, 작동 중단, 전기 문제, 위험 

상황 등을 포함하는 긴급 작업 요청에 대응할 것입니다. 

  
• NYCHA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 요청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전체 정전, 부엌 또는 화장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적인 전기 문제, 생명 유지 장치 

전기 공급 부족, 벽에서 떨어지는 캐비닛, 해충 문제, 스토브 또는 냉장고 미작동, 

연기/일산화탄소 탐지기 미작동, 안전 장치 없음/느슨함, 아파트 문 미작동 등. 

  

https://nychajournal.nyc/guidance-to-public-housing-residents-on-rent-hard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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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CHA는 납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도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6세 미만 아동이 거주 또는 방문했거나 6세 미만 

아동의 거주 또는 방문 여부에 관계 없이 XRF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된 92개 

구역의 먼지 샘플을 수집할 것입니다.  
  

• NYCHA는 법원 판결, 기타 금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보건국장의 명령, 또는 

NYCHA 자체 규정 준수 프로세스의 결과로 요구되는 중요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 718-707-7771을 통해 고객 안내 센터(Customer Contact center, CCC)에 연락하여 

아파트 및 구역 내 긴급 상황을 신고하십시오. 

 

상기 기술한 서비스 및 수리 작업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는 NYCHA 직원은 주민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직원이 아파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 또는 장갑을 착용할 것이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상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민이 직원의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NYCHA는 방문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주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또는 가스 라인 차단과 같이 안전 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긴급 상황의 경우, NYCHA 직원은 순찰대(Police Service Area, PSA) 또는 

응급 조치 요원과 함께 주민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NYCHA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주민 여러분과 이웃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비스 조치들은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뉴욕주 및 지역 정부의 추가 

예방 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저희는 자동녹음전화, 이메일, 다국어 포스터, MyNYCHA 앱, 소셜미디어 게시물, 주민 

게시판, 직원, 홈페이지(www.nyc.gov/nycha) 등을 통해 COVID-19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718-707-7771를 통해 CCC에 연락하십시오. 전문 

직원들이 24시간 연중무휴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피드백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NYCHA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http://www.nyc.gov/ny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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