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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어려움을 겪는 뉴욕 주민을 위한 난방 및 유틸리티 지원을 부각하는
주 차원의 캠페인 시작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난방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돕는 다양한 주 프로그램에
신청하도록 대상이 되는 뉴욕 주민들에게 권유
치솟는 유틸리티 비용에 대비하여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이 보호 받도록 소비자 요령 및
모범 사례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뉴욕 주민들이
난방비와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해 서비스 중단을 겪는 것을 피하도록 돕기 위하여
실시 중인 다양한 뉴욕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고안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 유틸리티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캠페인은 평소보다 높은 가정 난방 요금과 씨름하는 것을 돕는 요령과 모범
사례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절기 난방 및 유틸리티 비용 상승은 생계를
꾸리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뉴욕 주민들의 통장을 바닥나게 할 만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 캠페인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 즉 저소득 자가 및 임대 가구에 제공되는 직접 재정 지원부터
무료 단열 및 보온 워크숍 등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것은 다가오는 추위에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난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난방 및 유틸리티 보조
대상이 되는 자가 및 임대 가구들은 가정용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에 지원하여, 소득, 가구 크기, 난방 방식에 따라 최대
$751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간 총 소득 5,249 달러 또는 연간
총 소득 62,983 달러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상한 선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입니다.
HEAP 신청 절차는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에 주관하며,지역 사회서비스 부서에서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뉴욕시 외곽 주민은 정기 난방 보조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저소득 가구들이 연체된 난방비를 납부하도록 돕기 위해 연방 기금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정기 연체금 보조는 HEAP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난방 및
유틸리티 요금을 연체 중이지만 뉴욕주 비상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보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정기 연체금 보조를 통한 1회
납부는 가구 당 1만 달러까지 모든 누적된 난방 및 유틸리티 요금 연체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서비스 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523,000 가구가 2021-22 난방 기간 동안 정기 HEAP 혜택으로 1억
5,86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9월에 시작된 접수에서 7,900만
달러 이상이 정기 연체금 보조로 5만 세대를 대신하여 지급되었습니다.
OTDA는 난방기구 수리 또는 교체 혜택 신청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가 소유
대상자들은 이제, 가정의 주요 난방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난로, 보일러, 기타 직접
난방 기구 수리에 최대 3,000 달러 또는 교체에 최대 6,5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가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주된 난방 기구
청소를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EAP는 1월 3일부터 난방 위기에 처한 대상 가구들에게 1회성 비상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 부국장 Barbara C. Gui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겨울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가정 난방
비용은 가계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뉴욕주 전역의 저소득 가구들이 동절기에 생계를 이어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 공공 서비스 위원회(New York Public Service Commission)에 따르면, 천연 가스
가격에 주 전체적으로 평균 21퍼센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2022
동절기에는 전기 및 천연 가스 요금이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이번
동절기에 예상되는 평소보다 높은 가정용 난방 비용을 소비자들이 다룰 수 있도록
요령을 제시합니다.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작은 조치에는,
온도 조절기를 몇 도 아래로 설정하기, 커튼을 사용하여 보온력 높이기, 각
창문과 문에 문풍지 붙이기 등이 있으며, 이것은 비용이 없거나 저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NYSERDA는 주민과 자가 소유자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요령을 제시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또한,
임파워 뉴욕(Empower New York)과 에너지스타®와 집 기능 향상(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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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된 비용 또는
무료로 에너지 업그레이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들은 지역 가스
및 전기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하여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할인
제품 및 서비스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료 에너지 감사를 받습니다. 뉴욕 자가 소유자들은 NYSERDA의 주거용
에너지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가정용 에너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자격 컨트랙터들이 집 소유자들의 우수 에너지 개선 작업에 대한 결정과
설치를 돕고, NYSERDA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에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청정 에너지 열 펌프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연료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집
소유자들은 화석 연료 난방 기구를 청정 에너지 열 펌프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YS 청정 난방(Clean Heat) 프로그램은 자가
소유자들이 토양 연료(지열) 난방 펌프, 그리고 찬 기후 열 펌프를 설치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청정 난방 및 냉방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NYSERDA는 청정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 활동 및 교육 캠페인 실행에 있어서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소비자들이 열 펌프, 주택 개선
기술 및 그 이점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역 캠페인에 등록하여, 가격을 단체로 협상하고, 설치 업체를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보호 사항을 알아둡니다. 뉴욕주 가정용 에너지 공정 관행
법(New York State Home Energy Fair Practices Act)은 주민들의 유틸리티
서비스에 관하여 주택가 소비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요금 할부 납부 옵션, 연체료 상한선, 서비스 중지 이전에 충분한
공지, 고정 소득 또는 의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공공서비스국(Department of Public
Service), AskPSC에서 알아보세요.
요금 납부 옵션을 고려합니다. 주택가 소비자들은 요금이 높은 계절과 낮은
계절이 있는 공공요금 청구서를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도록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제(budget billing)’를 허용하는 요금 납부 옵션에 대해 유틸리티
제공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 관리가 더 쉽도록 납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솔라를 신청합니다.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는 뉴욕
주민들이 매달 전기 요금을 절약하도록 해줍니다. 소비자들은 커뮤니티 솔라를
신청하여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에 대하여 일반 전기 요금에서
크레딧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콘도(co-op/condo) 소유자,
사업체들은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에 접근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솔라 신청 방법에 대하여
NYSERDA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뉴욕주 국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이 수많은 가정에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요금 상승이 또 다른 걱정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이곳 뉴욕에서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하도록 돕는
여러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소개해 줍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동절기에 모두 따뜻하게 지내도록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에너지
절약 요령을 실천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공공서비스국CEO인 Rory M.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서비스국은
소비자들이 올 겨울 에너지 요금 절약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뉴욕주 내
유틸리티 회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또한, 그들이 모든 가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서비스가 동절기에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유틸리티
회사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NYSERDA 회장 및 CEO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일년 내내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틸리티 요금을 낮추는 간단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빨래 또는 식기 건조 시 노히트(No
heat) 옵션 사용하기, 지역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 신청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에너지 절약 조치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유출을 줄이고
집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주택 개선 작업, 에너지 효율 조명 또는 가전기기에
투자하기, 고효율 열 펌프와 같이 청정 에너지 난방 및 냉방 옵션 채택하기 등이
있으며, 모두 에너지 비용을 더욱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 상원 사회 서비스 위원회 의장인 Roxanne J. Persaud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HEAP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에너지 요금에
허덕이는 지원 대상 뉴욕 가정의 숫자가, HEAP 프로그램에 따라 난방이나 냉방 보조,
단열 및 수리 신청자 숫자를 크게 능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뉴욕주 하원 사회 서비스 위원회 의장인 Linda B. Rosenthal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난방과 유틸리티 요금 납부에 허덕이는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에 HEAP과 비상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재정적 혼란에 빠졌고, 많은 가정들은 아직도 식료품을 마련하고 월세와
난방비, 기타 요금을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 조치는
생명선이며, 저는 뉴욕주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 기쁩니다."
단열 워크숍
뉴욕주 전력 당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은 산하 환경적 정의 커뮤니티
에너지 교육(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y Energy 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주거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에게 단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겨울 및 여름 에너지 필요에 대비를 갖추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저비용 손질
작업을 포함하여, 난방 및 냉방비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 배웁니다. 이 양방향

세션은, 예배 장소 및 지역 단체 등 지역사회-기반 단체들과 협력하여 NYPA의 전문가
직원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각 워크숍 후에는, NYPA가 워크숍 동안 논의된 여러 가지 단열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는 무료 단열 키트를 나누어 줍니다. 단열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청중들에게 적절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워크숍 및 자료는 여러
언어로 번영됩니다. NYPA의 환경적 정의 교육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를 위하여 에너지 기초 지식과 인식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NYPA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돕는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뉴욕 전력당국 임시 회장 및 CEO인 Justin E.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의
환경적 정의 프로그램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자원을 공급한다는 저희의 약속에 따라,
저희 발전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무료 단열 및 에너지 기초
지식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유틸리티
요금은 낮출 수 있도록, 추운 동절기에 주택을 손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요령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워크숍은 노스컨트리(North Country), 웨스턴 뉴욕(Western New York),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캐피털 리전(Capital Region), 브롱스(Bronx),
브룩클린(Brooklyn), 퀸즈(Queens),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롱아일랜드(Long Island) 지역에 있는 NYPA 시설 부근에서 개최됩니다. 에너지 절약
요령 예시가 나오는 비디오를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기초 지식 프로그램을
주최하거나 다음 워크숍 일정에 대해 알아보려면, NYPA 환경적 정의팀(Environmental
Justice Team)에 environmental.justice@nypa.gov으로 연락합니다.
또 다른 이용가능 자원은 뉴욕 에너지 적정가격 정책(Energy Affordability Policy,
EAP)으로서, 뉴욕주의 주요 전기 및 천연가스 회사들이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소비자들에게 월별 요금 할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 겨울 에너지 고비용을
다루기 위하여, 뉴욕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EAP 프로그램의 예산을 1억 2,900만
달러가 많은 3억 6,700만 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저소득 가정 95,000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유틸리티 별로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목표 요금 할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유틸리티 요금 할인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소비자들이 해당 유틸리티에 개별
연락하여야 합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 소비자: Con Ed
오렌지 및 로크랜드(Orange & Rockland) 소비자: O&R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소비자: National Grid
내셔널 퓨얼 가스(National Fuel Gas) 소비자: NFG
NYSEG 소비자: NYSEG

로체스터 G&E(Rochester Gas & Electric) 소비자: RGE
PSEG-LI 소비자: PSEG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 소비자: 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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