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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추운 겨울 동안 뉴욕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3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주거용 난방 지원금 발표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 10월 1일부터 가능  
  

2020-21년 160만 명이 넘는 주택 보유자 및 임차인이 난방 보조금 수령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돌아오는 겨울에 저소득 및 중간 소득에 해당하는 

뉴욕주민에게 난방 지원을 제공하는 3억 7,3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주거용 난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은 10월 

1일 금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임시 및 장애 지원국에서 

감독하며 추운 날씨 동안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시민들의 경우 추운 날씨 시즌 동안 

난방비는 가계 예산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요 비용입니다."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추운 달 동안 집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겨울철이 가까워옴에 따라 이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환영할 만한 안도감을 줍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은 소득, 가구 규모 및 주택 난방 방법에 따라 

난방 지원비로 최대 751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의 월소득 최대 5,249 

달러 또는 연간 총 소득 62,983 달러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액은 

작년에 비해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신청은 지역사회보장서비스부에서 대면 또는 전화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카운티별 지역 사무소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정기적으로 난방 지원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지원서를 다운로드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 주 의회는 유틸리티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라토리엄을 

https://otda.ny.gov/programs/heap/contacts/
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https://access.nyc.gov/programs/home-energy-assistance-program-heap/
https://www3.dps.ny.gov/W/AskPSC.nsf/All/D3BB77AFE92D6FFF852585EE0051A13E?OpenDocument


연장했습니다. 대신 유틸리티 기업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연체 금액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6월에 뉴욕의 비상사태 선언이 종료된 후 180일 동안 모라토리엄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유틸리티 기업이 12월 말부터 미지급에 대한 거주지 단수 및 

단전을 재개할 수 있으며, HEAP의 이번 시즌 지원이 올해는 훨씬 더 시기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앞두고 Hochul 주지사는 저소득 가구가 뉴욕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난방 설비 연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일회성 지불은 가구당 

최대 10,000달러의 난방 설비 누적 체납액을 보상하며, 지역사회보장서비스부(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OTDA 행정부 청장인 Barbara Gui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은 

임박한 겨울철 동안 높은 난방 비용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느낍니다."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년에 HEAP는 주 전역 뉴욕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카운티별로 

서비스가 제공된 2020-21년 HEAP 가구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이번 시즌 HEAP 지원을 받았으나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난방 연료가 부족한 

뉴욕주민은 또한 일회성 긴급 HEAP 혜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긴급 지원금 신청은 

1월 3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려면 지원자는 

반드시 HEAP 자격 기준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지침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기본 난방 장비가 안전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고 난로나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자격 있는 주택 소유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AP 난방 장비 수리 및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은 

필수 난방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의 경우 최대 3,000달러이며 교체 비용은 6,500달러입니다.  

   

또한 자격 있는 주택 소유자는 현재 HEAP 난방 장비 청소 및 조정(HEAP Heating 

Equipment Clean and Tune) 혜택을 신청하여 가정의 기본 난방원을 최고 효율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부로 

문의해야 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HEAP_20-21_County_Breakdown.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HEAP_20-21_County_Breakdown.pdf
https://otda.ny.gov/news/2020/programs/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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