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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는 은행, 금융 기관 및 공공 유틸리티 업체에 
 고객들의 미납 요금에 대해 60일의 지급 유예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메릴랜드주 락빌, 2020 년 3 월 18 일 — 세계적 대 유행병인 신규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처에 있어 시의회는 주민의 공중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우리 주민, 사업주 및 비영리 기관이 이미 겪기 시작하였고, 이 상황이 
계속될수록 계속 겪게 될 심각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시의회는 카운티 의원 Marc Elrich, 주지사 Larry Hogan, 그리고 우리의 연방 파트너와 
협조하여 직업을 잃었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주민, 그리고 사업상 손실이나 매출 
감소로 인해 이미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은행 업무 및 공공 유틸리티 규정에 관한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의회는 은행, 금융 기관 및 유틸리티 회사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세계적 유행병인 
COVID-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을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객의 미납금에 
대해 60일의 지급 유예 기간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 유틸리티 회사에서는 납부금 지원, 연체료 연기 및 가스, 전기 및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연기해주고 있으며, 시의회는 이러한 지원 활동이 적어도 60 일간 
계속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의회는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이 수수료 면제, 
대출 조건 변경, 납부 마감일의 연장, 급여 미리 지급, 낮은 이자율 및 0% 대출 이자 및 
기타 경제적 곤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포함한 비상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 자신도 소규모 사업주였던 저는 경기가 좋았을 때도 적절한 자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그 점은 정말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시의회 의장인 Sidney Katz 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의회(Council of Governments, COG) 및 우리의 정부 
파트너와의 협업에 전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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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돕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카운티 정부에서는 우리 주민과 소규모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라고 시의회 부의장인 Tom Hucker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로 인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 및 사기업 파트너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기 동안, 저는 우리의 비영리 지역사회와 그들의 많은 취약한 
고객이 당면한 난제를 돕기 위해 비영리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왔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의 선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라고 시의회 회원이자 시의회의 보건 및 인사 
서비스 의장인 Gabe Albornoz 는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사회 전체가 지금과 
앞으로의 어려운 날을 함께 이겨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며,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는 직원들이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굳건히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시의회 회원이자 노숙자 
및 취약한 지역사회 담당 매니저인 Evan Glass 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업체, 
비영리 기관 및 주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저는 은행과 재무 기관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금융 기관은 주민과 업체가 당면한 압박감을 감소해줄 
60일의 채무 변제 기간의 유예 결정을 반드시 발표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가 단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라고 시의회 회원 겸 
시의회의 계획, 주택 및 경제 개발 위원회 의장인 Hans Riemer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한 이 위험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 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은행 및 건물주 
같은 채권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융통성을 보이고 상황에 맞추기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위기는 우리가 단결된 지역사회로 뭉치고, 서로를, 특히 그 중 더 취약한 사람들을 
더, 도울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의회 회원 겸 시의회의 기구 운영 
및 회계 규정 의장인 Nancy Navarro 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와 함께 일하고, 
주민을 위한 구제 방안을 찾기 위해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과 싸우면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가질 모든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시의회 의원 겸 시의회의 교육 및 문화 담당 의장인 Craig Rice 는 
말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위기 동안 채무 구제의 시간을 연장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이 위기는 연방, 주 및 지역 단위에서 우리 앞에 놓인 임박한 공중 보건의 위기에 맞서 
싸우고, 필요하지만,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 행동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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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막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여태까지 유례가 없었던 대응이 
필요한 역대 초유의 위기입니다,”라고 시의회 회원인 Andrew Friedson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과 소규모 기업은 CORVID 19 바이러스 떄문에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업소 
폐쇄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시의회 
회원인 Will Jawando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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