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여러분께, 

 

이 위기 상황 동안에 NYCHA 커뮤니티와 모든 뉴욕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NYCHA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주 및 지역 보건국의 COVID-

19 모범 사례를 알려드리고, 최신 정보에 입각해 변경된 NYCHA 정책과 서비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및 중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계획된 난방, 온수 및 수도 단수는 정지되며, 특수 난방과 

엘리베이터 근무원 및 기타 응급상황팀이 24/7 서비스 보장과 수리를 계속 제공합니다.  

 

NYCHA 직원은 온수와 난방이 안 되는 상황, 수도 누수, 가스 누출 또는 냄새, 홍수 상황, 고장, 

전기 문제, 내부 쥐 출몰, 심한 빈대나 생쥐 출몰 및 기타 유해한 상황으로 정의된 비상 작업 

명령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NYCHA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작업 명령을 수행합니다.  

• 아파트 전체 정전  

• 부엌이나 욕실에 영향을 주는 일부 정전  

• 생명 유지 장비의 전원 공급 중단 

• 벽에 부착된 캐비넷의 이탈  

• 작동하지 않는 스토브나 냉장고 

• 작동하지 않는 화재/일산화탄소 감지기 

• 없거나 느슨한 방범창 

• 고장난 아파트 도어 

 

또한 인터콤과 로비 도어와 관련된 작업 명령에도 대응하며, 가스가 없는 주민에게 열판을 

제공합니다.   

 



NYCHA는 법원 명령, 장관의 완화 명령, 기타 위반의 결과 혹은 자체 준수 과정에 따른 특정 중요 

작업 명령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NYCHA는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있고 6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6세 미만 아동의 거주나 방문에 상관 없이 XRF 검사 결과가 양성인 92채의 

유닛에 대해서만 납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표면에 존재하는 먼지를 샘플로 채취하기 위해 

아파트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곰팡이 검사, 그리고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개선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곰팡이와 관련된 페인트는 중단됩니다.  

 

그 외에도, 내부 쥐 출몰과 이전에 확인된 빈대와 쥐의 잦은 출몰에 대응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전 예방적 해충 검사와 처리(NPII 및 표적 제거 포함)를 중지했으며 

깨끗한 건물 이니셔티브로 공동 구역과 지하실에서만 작업을 합니다. 

 

응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CCC에 718-707-7771번으로 연락하세요. 숙련된 담당자와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민과 직원 보호 

 

증상이 없는 사람도 여전히 COVID-19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DOHMH와 연방 및 주 

보건 당국은 COVID-19를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굴 가리개 착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얼굴 가리개는 먼지 마스크, 스카프, 반다나와 같이 코와 입을 가리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NYCHA 주민 여러분들은 집 밖으로 나갈 때, 그리고 NYCHA 직원이나 다른 

방문자가 해당 아파트에 출입할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서비스와 수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NYCHA 직원은 들어가기 전에 얼굴 

가리개와 기타 보호용 가리개 착용과 같은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건강과 

사회적 거리두기(아파트의 다른 사람과 6피트 이상 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NYCHA 직원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방문을 닫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별도의 방이 없는 경우, 수리가 끝날 때까지 직원과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직원이 수리하는 동안 적절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직원의 아파트 출입을 수락하지 않거나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원은 감독자와 

함께 일정을 변경할 것입니다. 

 

주민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가스 차단과 같은 안전 우려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는 NYCHA 직원이 지역 NYPD 경찰 서비스 구역(PSA)이나 기타 응급처지 요원의 

지원을 받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 통화, 자동 녹음 전화 및 단지 내 표지판을 통해 COVID-19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nyc.gov/nycha를 방문하시고, MyNYCHA 앱을 

다운로드하고 거래를 완료하여 푸시 알림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NYCHA 커뮤니티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http://www.nyc.gov/ny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