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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 여름 취약한 뉴욕 주민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600만 

달러 발표  

  

더위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개인들은 에어컨을 받도록 지원 가능  

  

더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작년보다 기금 증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극심한 열기로 악화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는 

뉴욕 주민들이 에어컨을 구매하도록 도울 6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개인들은 해당 

사회보장서비스부에서 5월 1일, 수요일에 시작되는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을 통해 직접 냉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철은 심한 열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고온으로 악화되는 

질병을 앓는 사람은 지금 신청하여,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자격이 되는 가구에 에어컨 또는 선풍기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지원금으로 6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여름, 550만 달러가 

할당되어 총 8,000여 가구가 냉방 지원을 받았으며, 비교하면 2017년에는 300만 달러의 

기금과 4,000여 가구의 지원 받았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신청자들은 기존의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의 자격 기준 및 

소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극심한 

더위에 의해 악화되는 건강 상태로 고통받는 가구원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수입이 연간 55,178달러 또는 

월간 4,598달러인 4인 가구는 지원 자격이 됩니다.  

  

냉방 지원은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카운티의 사회보장서비스부는 8월 30일 

또는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http://otda.ny.gov/programs/heap/contacts/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더운 뉴욕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이 600만 달러의 투자는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이들이 그들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높은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원에서 이 

중대한 기금을 얻기 위해 싸운 것이 자랑스러우며, 뉴욕 주민들이 에너지 요금을 

지불해야 할지, 아니면 저녁에 음식을 올려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뉴욕 20 선거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집은 안식처이고, 

여름철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인들을 포함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여름철 무더위는 위험하고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냉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원 

프로그램에 힘써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Yvette Clarke 하원의원(뉴욕 9 선거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나이 든 뉴욕 

주민들과 제한된 수단을 가진 가정들은 강한 더위와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여름철을 두려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일부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에어컨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집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Nita Lowey 하원의원(뉴욕 17 선거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해의 더 따뜻한 달로 

접어들면서, 더위로 악화되는 질병이 있는 뉴욕 주민들을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생명 구조의 냉방 보조 장치 없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의장으로서, 최근 

발표된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에 대한 2020년 회계연도 지출안이 현재의 기금보다 1억 5천만 달러 

증가된 38억 달러를 이 생명 구조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뉴욕 16 선거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은 

그들의 질병을 악화시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여름의 극심한 기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 보건 소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Health)의 일원으로서, 뉴욕주가 올 여름의 가장 더운 날씨에도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속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기금을 확보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번 여름철에 

악천후를 견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뉴욕 5 선거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에 민감한 질병이 있는 사람과 노인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뉴욕은 에어컨과 냉방을 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뉴욕 13 선거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여름은 종종 

극심한 더위를 가져오고, 적절한 냉방 장치가 없는 가정의 거주자들, 특히 노인, 어린이 

및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더위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절실히 필요한 에어컨을 제공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올 여름 주민들을 시원하고 안전하도록 

이 훌륭한 계획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신 것을 칭찬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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