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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강조  

  

에너지 효율, 경제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 제공  

  

유틸리티 기업에 에너지 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고취하도록 요청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 제공되는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민들에게 증가하는 에너지 공급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선택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정과 기업은 모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정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편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초, 주지사는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가 치솟는 에너지 공급 

가격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뉴욕의 모든 주요 전기 및 가스 

시설에 홍보 및 교육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저소득 고객들이 수백만 개의 원조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뉴욕 시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향상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행정부는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을 가정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 전체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가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ED 조명을 사용하는 쉬운 단계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 태양광 

행사에 등록하는 것까지 뉴욕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뉴욕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널리 알리도록 도울 

것을 권장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warns-new-yorkers-about-rising-energy-costs-and-directs-utilities-work&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taT%2FhzUGkdWCS1n1FczSNY93Y%2FrY2EhBSFy9aFCA8d4%3D&reserved=0


  

임시 장애인 지원국(OTDA) Daniel W. Tietz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연료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자격이 

있는 가정에게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정기적인 

혜택과 긴급 보조금은 저소득 개인과 가족들이 북동부 지역의 추운 계절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난방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임시방편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국(DPS) 최고경영자인 Rory M. Christi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갑작기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LED 조명 사용, 가정용 단열 

개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 등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투자를 고려하여 

월별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는 계약자를 

고용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난방유, 프로판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 공공요금과 

난방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추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뉴욕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HEAP를 신청합니다.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은 소득, 가구 규모 및 난방 

방식에 따라 적격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최대 751달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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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별 지역 사무소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외곽 주민은 정기 난방 보조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지원서를 다운로드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족은 최대 월 총소득이 5,249달러이거나 연간 

총소득이 62,983달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뉴욕주는 저소득층 가구가 가구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난방비 체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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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뉴욕 시민들이 올 겨울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정 난방이 중단되거나 난방 시설이 고갈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800만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이 남아 있습니다.  

  

• OTDA는 난방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난방 장비 수리 또는 교체 혜택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적격 

주택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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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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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jUq69BZRA6hyWggUnZyTzTbr0onfJ%2FKOkuXOwJbl%2B7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mybenefits.ny.gov%2Fmybenefits%2Fbegin&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RjVBFLk3re69hfdSP1KywZQMJ%2BiA8A5Qv6dDCxD5Zl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ccess.nyc.gov%2Fprograms%2Fhome-energy-assistance-program-heap%2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n6Fu2Uxqcoe%2F6BL64qjnXeWrlOPZyDYtqfeLpD78AXk%3D&reserved=0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가구는 현지 HIP 연락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가정에서 온도 조절기를 몇 도 

낮추고, 커튼을 사용하여 난방을 유지하고, 창문과 문에 날씨 스트리핑 기능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들이 많은데, 이 모든 조치들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나 약간 듭니다. NYSERDA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팁을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 그리고 기업에 

제공합니다. NYSERDA는 또한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를 절감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주택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자격을 갖춘 고객은 EmPower New York 및에너지 스타 등급의 지원 주택 이행(Assisted 

Home Performance with ENERGY STAR)®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절감 또는 무료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또한 지역 가스 및 전력회사에 

문의하여 일년 내내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할인된 제품과 서비스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맞춤형 에너지 관련 지원 목록을 받습니다. 뉴욕 에너지 어드바이저(New 

York Energy Advisor)는 주택 소유자, 임대인 및 자산 관리자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비자들은 뉴욕 에너지 어드바이저를 통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뉴욕주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절약 상품과 연결됩니다. NYSERDA와 유틸리티가 

후원하는 유자격 뉴욕 시민들은 공과금 납부, 난방 지원 등에 대한 특별 제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솔라를 신청합니다.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는 임대인, 협동조합/콘도 

소유자 및 기업을 포함한 뉴욕 시민들이 매달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용 가능한 지역 태양광 프로젝트에 가입하고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전기 요금에 대한 크레딧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NYSERDA의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솔라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세요.   

  

무료 에너지 감사를 받습니다. 뉴욕 전역의 주택 소유자는 NYSERDA의 주거 에너지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주택 에너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평가 

서비스는 직접 또는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련된 유자격 계약자는 주택 소유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에너지 개선 

사항을 결정하고 개선 장비를 설치하고 NYSERDA의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과 주택 

소유자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빌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뉴욕주 전체의 커뮤니티 에너지 

어드바이저는 거주자, 기업 및 다세대 건물 소유자가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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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Business-and-Industry%2FEnergy-Saving-Tip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FfR8elMos5uApEjVd%2FYlm4g9PcQ6a4QDHiLNMt%2BqG8Y%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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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난방 및 냉방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가입자와 사전 자격을 갖춘 

계약자를 연결하고 잠재적인 인센티브,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및 지불 옵션을 

요약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의 현재 냉난방 시스템을 청정 냉난방 기술로 교체하는 

과정이 쉬워집니다. 숙련된 건설업자는 주택 또는 기업 소유자에게 전체적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 또는 사업장이 방풍 업그레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 편안함을 더욱 높이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청정 

냉난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NYSERDA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자신의 권리와 보호 사항을 알아둡니다. 뉴욕주 가정용 에너지 공정 관행 법(New York 

State Home Energy Fair Practices Act)은 유틸리티 서비스에 관하여 거주 고객을 

종합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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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할 때, 지불 연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 청구 옵션이나 한 시즌에는 더 많이 청구되고 다른 시즌에는 더 낮게 

청구되는 "예산 청구" 옵션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이를 통해 결제를 구조화하고 비용을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더 잘 이해합니다. Put Energy to Work For Business는 상업용 및 

산업용 에너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도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며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주택 소유자, 임대인 및 기업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데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자금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NYSERDA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기후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02개에 대한 33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거의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All-Programs%2FClean-Heating-and-Cooling-Communities%2FCampaign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nSHp236hk0D%2BZ5%2BJi0TB9lwdJ1%2BwNrp1nnRvJTZw9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3.dps.ny.gov%2FW%2FAskPSC.nsf%2FAll%2F504B3A3A1C50BAE485257F65005D2F00%3FOpenDocument&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9Or646bs6D5%2BJRB%2BRziw02gaofweC0ArL49aEif18T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ny%2Fputenergytowork&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4BW4qUn%2FV5RUxhLZDFyg996LGA7TzFau12J3DdTof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serda.ny.gov%2FBusiness-and-Industry%2FEnergy-Saving-Tip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29884e4fc204b8e816408d9fdfac77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200758205225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FfR8elMos5uApEjVd%2FYlm4g9PcQ6a4QDHiLNMt%2BqG8Y%3D&reserved=0


15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85%까지 줄일 것입니다. 기후법은 청정에너지 투자 혜택의 최소 35%(목표 

40%)가 소외된 지역사회로 향하도록 하고 최종 사용 에너지 절약량 185조 BTU를 

줄이겠다는 2025년 주의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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