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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림

당신의 권리(KNOW YOUR RIGHTS)-수도 및 유틸리티 차단 방지

수도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해야 할 일
•	 수도	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 캘리포니아 법률은 청구서가 60일 이상 연체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수도 공급 업체가 수도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 공급 업체는 수도가 
차단되기 최소 7일 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업체 웹사이트에 수도 공급 
차단 정책을 게시해야 합니다. 웹사이트가 없으면 요청 시 해당 정책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이 200명 미만인 수도 공급 업체에는 이러한 요건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불	플랜에	대해	수도	공급	업체와	의논하십시오 수도 공급 업체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대체 지불 플랜을 마련해야 하며, 귀하는 수도 공급 업체와 수도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도 요금 청구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수도 차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수도 차단 보호법에 대한 정보는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200명 미만인 수도 공급 업체에는 이러한 요건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수도 공급 업체는 저소득 거주자에게 할인된 요금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제공 업체에 
문의하여 월간 수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수도	요금	납부가	연체된	경우	지원받기 소득에 따라 저소득 가구 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usehold Water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상수 또는 하수 요금 
청구서에 대한 일회성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또한 CalFresh, Medi-Cal, SSI, 일반 부조 등의 특정 혜택 또는 기타 
혜택을 받거나,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미만인 경우, 귀하의 수도 공급 업체는 12
개월에 한 번 지불하는 모든 이자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유틸리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해야 할 일
•	 지불	플랜에	대해	유틸리티	공급	업체에	문의하기 대부분의 민간 유틸리티 회사는 납부금 지불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는 지불 플랜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불 계획에 동의하면 전원은 차단되지 
않으며, 요금을 제때 지불하면 전원은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지불 계획 
협상 방법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의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와 귀하의 유틸리티 회사가 해당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CPU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PUC 불만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회사는 전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도시,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수도 전력부(LA DWP)나 새크라멘토 시립 유틸리티 지구
(SMUD) 등 기타 지방 정부로부터 유틸리티를 지원 받는 경우, 유틸리티 제공 업체에 지불 
옵션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가스	및	전기	요금	할인을	위한	가입  민간 회사로부터 유틸리티를 제공받는 경우, 소득에 
따라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California CARE 프로그램 제공 업체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며, 전기는 최대 30~35%, 천연가스는 20%까지 할인됩니다. 소득이 
제한 소득보다 좀 더 높아서 CARE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온 가족 전기 
요금 지원 프로그램(Family Electric Rate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전기 요금을 18%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waterboards.ca.gov/water_issues/programs/conservation_portal/assistance/docs/SB_998_FAQs_1.10.20.pdf
https://oag.ca.gov/housing/watershutoffs
https://www.csd.ca.gov/waterbill
https://www.cpuc.ca.gov/consumer-support/late-bill-assistance/make-a-payment-plan
https://www.cpuc.ca.gov/consumer-support/file-a-complaint
https://www.cpuc.ca.gov/consumer-support/financial-assistance-savings-and-discounts/california-alternate-rates-for-energy
https://www.cpuc.ca.gov/consumer-support/financial-assistance-savings-and-discounts/family-electric-rate-assistance-program
https://www.cpuc.ca.gov/consumer-support/financial-assistance-savings-and-discounts/family-electric-rate-assistance-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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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로부터 가스와 전기를 지원 받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제공 업체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월별 할인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가스	또는	전기	요금	일회성	지불에	대한	지원	받기 저소득 거주자는 일회성 지불 도움을 통해
난방 또는 냉방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귀하가 사용하는 전력에 필요한
유틸리티 유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저소득 가정용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LIHEAP)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생명을	위협	받는	상황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  전기를 차단하면 생명 위협 받는 경우, 전기
제공 업체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제공 업체가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직접 방문 일정을 잡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팁
• 세입자의	권리	알기 임대인은 수도, 전기, 난방, 가스, 또는 기타 유틸리티를 차단하여 귀하를임

대 주택에서 강제로 쫓아내거나 법원 명령 없이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캘리포
니아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임대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수도가	차단되는	경우	방지		세입자가 개별 계량 서비스를사
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대인이 수도 요금을 납부했으나 체납된 경우 세입자가수도 
요금을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수도 공급 업체는 해당고객에게 수
도 서비스 중단 최소 10일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귀하가 수도 서비
스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임대인의 미지급 잔액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없으나, 향후 청
구되는 수도 요금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단일 수도 계량기를 함께 사용하는세입자 모두가 수
도 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고, 수도 공급 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동의할 경우, 수도 서
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
• 거주	구역	내	비영리	또는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정	지원받기  상기 언급한 정부 프로그램 및

자원 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거주하는 도시나 카운티 내 사회 복지 단체, 종교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이 귀하의 요건에 따라 요금 지불에 도움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법률
지원 사무소는 거주 지역 내 적절한 조직에 귀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각국의
사회 복지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단계를 수행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도움 사무소를 찾으려면, LawHelpCA.org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California State Bar)에 문의하여
공인 변호사 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검찰 총장 사무실에 위반 사항을 알리려면 oag.ca.gov/report를 방문하십시오.
검찰 총장 사무실은 개인을 대표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우려 및 불만 사항은 패턴과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패턴과
모범 사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 전역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 수도 차단이나 투자자가 소유하는 유틸리티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위원회(State Water Board)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각각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csd.ca.gov/energybills
https://www.waterboards.ca.gov/water_issues/programs/conservation_portal/assistance/docs/SB_998_FAQs_1.10.20.pdf
http://lawhelpca.org/
http://lawhelpca.org/
https://www.cdss.ca.gov/county-offices
http://LawHelpCA.org
https://www.calbar.ca.gov/Public/Need-Legal-Help/Using-a-Certified-Lawyer-Referral-Service/Certified-Lawyer-Referral-Services-Directory
http://oag.ca.gov/report
https://watershut-off.covid19.ca.gov/
https://watershut-off.covid19.ca.gov/
https://www.cpuc.ca.gov/
https://www.cpuc.ca.gov/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