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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열과열과열과열과 관련해서관련해서관련해서관련해서 건강건강건강건강 문제가문제가문제가문제가 있는있는있는있는 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 냉방냉방냉방냉방 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 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뚜렷한뚜렷한뚜렷한뚜렷한 의학적의학적의학적의학적 필요성을필요성을필요성을필요성을 가진가진가진가진 대상대상대상대상 가구에가구에가구에가구에 에어컨을에어컨을에어컨을에어컨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혹서로 병세가 악화되는 질병을 가진 저소득 뉴욕 

주민에게 에어컨을 제공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정은 오는 5월 2일에 시작되는 뉴욕 임시장애자지원국(OTDA)의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HEAP)의 냉방 지원 활동을 통해서 냉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열기와 습도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고온으로 증세가 

더욱 악회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뉴욕주민들이 한여름에 집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냉방기 지원은 이 프로그램의 소득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가정에게만 제공되며, 여기에는 극한 열기에 의해 악화되는 진단된 의학적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 4,100여 가구가 냉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냉방 지원을 받은 가구수 

내역을 보면 지역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가구가구가구가구 수수수수 

Capital District 315 

Central New York 16 

Finger Lakes  293 

Long Island  61 

Mid-Hudson  176 

Mohawk Valley  204 

New York City  693 

North Country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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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Tier  230 

Western New York  1,782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곧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운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기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여름에 고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난방비가 없는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열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돈은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가오는 여름 더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 여름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일부 병세를 

앓고 있는 분들은 더 더운 날씨로 병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냉방 지원을 확대하는 일은 

위험에 처한 분들이 더위를 견디게 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300만 달러를 

할애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한 여름 뙤약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을 헤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뉴욕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주신 주지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소득 뉴욕주민들에게 냉방 지원을 

위해 이 교부금을 확보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시에서 

여름을 보낸 분이라면 여름이 이곳을 경험하기에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또한 열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이 교부금은 중앙냉방장치가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냉방기 구입 및 

설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냉방기는 오는 여름 수천 가구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몇 달 남지 않음에 따라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냉방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위로를 

위한 지원이 아닌 안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열기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Steve Isra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옴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뉴욕주민들은 한여름에 탈 없이 보내려면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교부금을 지원해주신 주정부에 감사 드리며, 뉴욕주민들께서는 잠재적으로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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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ette D. Clarke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는 여름,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열과 

관련된 질병에 가장 취약한 가정과 개인이 더운 계절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임시장애인지원실의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에 

3백만 달러를 배정하여 무더위로 건강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쓰러질 큰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의 필요를 언제나 최우선시하는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병세를 

악화시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온도 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Capital 

Region과 그 너머에 사는 주민들에게 무더운 한여름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계속 나서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모든 뉴욕주민이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써주신 Cuomo 주지사와 그 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에게 냉방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이분들과 연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John Katk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더운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이 교부금은 

Central New York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가족들이 집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Kathleen Rice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뜨거운 여름은 불편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주민들에게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우리 주가 이 중요한 교부금을 확보해서 너무나 기쁜 이유도 건강문제로 

에어컨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들은 의사, 의사 보조 또는 간호사가 서명한 의료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에어컨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며, 

이 문서는 12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라야 합니다.  

 

에어컨 지원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본 프로그램 신청은 지역 사회복지과가 8월3 

1일까지, 또는 교부금이 바닥날 때까지 받을 것입니다.  

 

카운티 별 신청 장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tda.ny.gov/programs/heap/HEAP-contacts.pdf.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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