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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난방 지원 신청 마감일 3 월 17 일을 뉴욕 주민들에게 상기시킴  
 

자격이 되는 가구의 경우 가정 난방비로 최대 626 달러까지 수령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난방 요금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3월 17일 금요일까지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올 겨울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130만 가구가 이미 주택 난방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의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소득, 가구 규모, 난방 자원에 

따라 최고 626달러에 해당하는 수당을 한 해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은 근로 계층의 가족 및 고정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 

난방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의 몇개월 동안 모든 뉴욕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저는 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주민 분들이 오늘 바로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인 가족 소득이 연간 53,076 달러 또는 4,423 달러의 월간 소득을 올리는 가족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 신청을 직접 또는 otda.ny.gov/programs/heap에서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myBenefits.ny.gov에서 정기적인 정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이 차단되거나 연료가 떨어져서 위험에 처할 경우 해당 가구는 긴급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연락해야 합니다. 긴급 지원 신청 마감일은 3월 31일입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은 뉴욕주의 임시 및 장애 지원국 (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을 통해서 관리되는 연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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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입니다.  

 

Samuel D. Roberts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추운 낮과 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자격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난방비 

청구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난방 비상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늦기 전에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난 겨울,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을 통해 140만 가구 이상이 난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2015-2016 시즌 및 2016-2017 시즌에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15-2016 년도 

지원을 받은 가구 

2016-2017 년도 

지원을 받은 가구*  

주도 지구 65,538  60,560  

센트럴 뉴욕 57,806  55,021  

핑거 레이크스 86,335  82,683  

롱아일랜드 63,759  59,595  

미드 허드슨 97,506  93,029  

모호크 밸리 45,481  43,468  

뉴욕시 765,002  691,562  

노스 컨트리 36,283  34,131  

서던 티어 51,623  48,678  

웨스턴 뉴욕 134,635  126,606  

합계 1,403,968  1,295,333  

*2017년 2월 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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