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3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해 뉴욕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유틸리티 

기업들이 소비자와 협력하도록 지시  

   

높은 에너지 요금에 직면한 소비자들을 위해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저소득 소비자와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한 주 전체의 캠페인 강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전기 규제 당국이 뉴욕의 모든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에 국가적으로 천연 가스 비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것에 비추어 

에너지 공급 가격의 지속적인 급등과 그것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뉴욕 

시민들에게 원조와 교육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고객을 위한 구호 

활동을 늘리기 위해 주 전역에 걸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극심한 공공요금 인상이 가계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주의 모든 주요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들이 고객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변동적인 가격 

책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교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정용 난방 및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 가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고객 전기 및/또는 천연 가스 요금 공급 구성요소가 이전 몇 달과 비교하여 크게 

상승했ㅅ브니다.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 가격 인상은 평소보다 

추운 날씨, 경제활동 증가, 천연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증가에 의한 국내 사용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상품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2년 2월 11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주에서 가장 큰 공공 시설인 Con Edison에 청구 

관행을 검토하고 고객들과 더 잘 소통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2월 25일, 

Con Edison은 고객 청구서의 상당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청구 절차를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Con Edison은 또한 전기 및 가스 고객과의 의사 소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2%2FTimothy_Cawley_Letter.pd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pCuTbkQAxXUuWKU4oJ68pBixC4odQ%2FWGOmUGgjqXg7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cuments.dps.ny.gov%2Fpublic%2FCommon%2FViewDoc.aspx%3FDocRefId%3D%257bE584D343-DE9D-4484-B71D-C8E777EE1F70%257d&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3pwNqNt%2FX6yE%2B7E6bpEQKX%2FUS834rhNg9Mo0nDFSh7U%3D&reserved=0


   

오늘 PSC는 다양한 구매 방식과 헤지를 통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지급보조 계획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소통하고 고객을 

보호하며 비용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는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의 난방유 및 프로판 공급업체들에게 가정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재고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뉴욕의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추기   

  

최근 에너지 공급 비용의 증가는 국가가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상기시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이러한 

의존도는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을 전 세계적인 상품 가격 변동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올 겨울 급격한 가격 변동을 겪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뉴욕주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경제를 지향함에 따라, Hochul 주지사는 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 안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연료원 

다변화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Hochul 

주지사는 2022년 국정연설과 행정 예산 제안서에서 야심찬 재생 에너지와 일자리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의제에는 다음 해상 풍력 개발 요청, 해상 풍력 항만 인프라 및 

공급망에 대한 5억 달러 투자, 2030년까지 기후 친화적이고 전기 공급이 가능한 주택 

200만 채 달성, 뉴욕의 가장 지저분하고 공해가 심한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청정 에너지 기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수백만 달러의 난방 설비 지원금 사용 가능  

   

공급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이 난방비와 공공요금을 지불하도록 돕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부(DPS)와 임시장애인 

지원사무소(OTDA)가 주도하는 주정부 차원의 강화된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은 겨울철 내내 잠재적인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및 난방 방식에 따라 적격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최대 

751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정용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은 소득. 네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5,249달러의 최대 월 총소득 또는 62,983달러의 연간 총소득을 가질 수 

있으며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격 가구는 150만 개의 

정기적인 HEAP 수당을 받았으며 금액은 총 2억 1,600만 달러에 이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cuments.dps.ny.gov%2Fpublic%2FMatterManagement%2FCaseMaster.aspx%3FMatterSeq%3D67495%26MNO%3D22-00346&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IlyUjE%2FMuh3g%2B5dL4lcjsmRuTXLQSDVTzGiVC8QIgE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programs%2F2022-state-stat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DyytJKz8Hv4zLocRWfoY%2Btcq6nc3Rr%2Ff6Dljzh%2FjXE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programs%2F2022-state-stat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DyytJKz8Hv4zLocRWfoY%2Btcq6nc3Rr%2Ff6Dljzh%2FjXE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highlights-fy-2023-budget&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v0u6X28MYWliHvlJEagNks9NogSp6MdKdBfhChzUeQA%3D&reserved=0


• 뉴욕주는 저소득층 가구가 가구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난방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방기금 2억 5,000만 달러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만 5,000 건의 정기 체납 보완 혜택이 발급되었고, 대상 가구에 

체납액 1억 8,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 긴급 HEAP를 통해 지급되는 연방 기금 9,000만 달러는 저소득 및 중산층 

뉴욕 시민들이 연료 가격 상승으로 가정 난방 장치가 끊기거나 난방원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중산층 

뉴욕 시민들이 올 겨울 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정 난방을 끊거나 

난방 시설을 소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5,800만 

달러 남아 있습니다.  

• 2021년 PSC의 주 전체 EAP(Energy Affordability Policy) 프로그램 예산을 

2억 3,760만 달러에서 3억 6,670만 달러로 늘리고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고객이 약 9만 5,000명 더 늘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전력 회사에 의해 약 1억 8,300만 달러의 청구서 할인이 적격 

고객에게 이루어졌습니다.  

• 요금 납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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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DA는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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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있는 가구는 현지 HIP 연락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 지원 외에도, 고객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초과 근무 요금을 낮추고, 

가정의 건강, 편안함 및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촉구됩니다. 거주자들은 

www.energyadvisor.ny.gov 또는 https://hcr.ny.gov/weatherization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리소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PSC Chair Rory M.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SC와 유틸리티 기업이 

공급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요금은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인식시키기 위해 의사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tda.ny.gov%2Fprograms%2Fheap%2Fcontacts%2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r5RDJ6PgBGC0soEqQ23l7C3wgt0UnU6JIJmQDjVrYH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energyadvisor.ny.gov%2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b3231b1beb64835c00308d9fb91478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174237922236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0&sdata=JwxfJ39T2ouoCe6L%2F51TqyVe%2FoTTF5v0erey7B98vh8%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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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A 부 커미셔너인 Daniel W. Tie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저소득 가정, 노동자 가정, 그리고 나이든 뉴욕 

시민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은 추운 겨울철 

기간 동안 가족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난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자격을 갖춘 가구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과 인지도 증대  

  

PSC와 DPS는 공급 가격의 예상 인상, 고객의 공공요금에 대한 잠재적 영향 및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사전 경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주정부의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과 협력하여 보도 자료, 뉴스레터, 

유틸리티 콜센터 대표 교육, 유튜브 비디오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DPS와 유틸리티 기업들은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주 고객을 포괄적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뉴욕 주 가정 에너지 공정 관행법(New York State Home Energy Fair 

Practices Act)을 포함하여 시행 중인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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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S의 AskPSC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TDA는 지역 정부 파트너, 공공 시설 및 난방 연료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잠재적 자격을 갖춘 가구가 높은 난방 비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PSC는 고객이 에너지 청구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숙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 노력과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ps.ny.gov/winter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이 에너지 지원 정책(Energy Affordability Policy) 유틸리티 요금 할인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개별 유틸리티 기업에 문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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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DA의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otda.ny.gov/programs/hea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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