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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취약한 뉴욕 주민을 위한 냉방 지원에 1,500만 달러 제공 발표

열 및 습도에 악화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에어컨 제공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28,000개 이상의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
Cuomo 주지사는 오늘, 1,500만 달러를 더위에 의해 악화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뉴욕 주민이 다가오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의해 관리되는,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을
통한 자금 조달은 극한의 열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의료적 상태를 지닌 가족 구성원이
있는 적격 가정에 에어컨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날씨가 더울 것임을 알고 있으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때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뉴욕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기금은 첫 번째 극심한 더위보다 앞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려면 신청자들은 기존의 자격 기준 및 소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찌는 듯한
더위에 의해 악화되는 의료적 상태로 고통받는 가구원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수입이 연간 60,226달러 또는 월간 5,019달러인 4인 가구는
지원 자격이 됩니다.
난방이 집세에 포함된 정부 보조 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은 극심한 더위에 악화될 수 있는
의료 질환을 앓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냉방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냉각 지원 기금은 이러한 자격 확대로 인한 지원자 증가를 고려하여 1,500만
달러로 유지되었습니다.
냉방 지원 신청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30일까지 연장되거나 자금 조달이 끝날
때까지 지역 사회보장서비스 부에서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뉴욕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정기적으로 난방 지원 혜택을 myBenefits.ny.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거주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access.nyc.gov에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방 지원 프로그램은 작년에 주 전체에서 약 6,800건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뉴욕 전역의 28,000개 이상의 가구가 냉방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다가오는 여름을 고대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여름과 그에 동반한 건강 위험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적격한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이 집을 냉방하고 여름의
더위로 사랑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방 지원 외에도 기관은 8월 31일까지 또는 할당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정기 및 긴급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마감일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위기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 또는 더위 관련 비상사태를 겪는 적격 가정에서도 세 번째 긴급
수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전체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는 저소득층 또는 중등도의 소득 가정이 거의 140만 건의 정규 수당을 받았으며,
거의 64,000건의 긴급 수당 또한 이러한 가정에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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