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9,200여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약과 부담 능력 개선에 5,900만 달러 

보조금 발표  

  

내후성 개선 조치로 가족이 평균 20%의 공공요금을 절약하도록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약 9,200가구의 소득 조건을 갖춘 

가족과 노인들에 대한 공공요금 절약을 도와주는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을 통하여 5,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 전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에 지급하여 밀봉, 단열, 

난방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일산화탄소와 곰팡이와 같은 위험요소들을 검출하는 진단성 

시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내후성 작업은 평균 

20%의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가구의 공공요금을 

절감해주고 더욱 견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 건설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 모든 뉴욕시민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유지하고 자연이 주는 고난에 더 잘 견디는 집을 만드는지를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뉴욕의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은 2011년 이후로 7억 

3,80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118,600여 채의 집을 더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과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보조를 받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에서 관리하는 WAP는 모든 카운티에서 

주 전역의 지역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아이,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저소득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보조금을 받는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신 

주택, 다가구 빌딩 및 조립식 주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택을 지원합니다. 1977년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뉴욕주의 705,000채 이상의 주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5,900만 달러 중에서 총 130만 달러가 교육과 기술지원을 맡은 대리 기관 네트워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감사와 난방 시스템 수리와 같은 내후성 작업 기술에 대한 

교육은 프로그램 지원금을 효율성이 있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합니다.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보수가 좋은 많은 친환경 일자리를 지원하며 첨단 

교육 시설들은 직원들이 빠르게 혁신하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합니다.  

  

2017년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별 수혜자 목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진행한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HCR의 평가로부터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혜택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내후성 작업을 마친 주택의 에너지 사용은 평균 2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안 좋은 실내 공기 환경, 납을 주성분으로 한 페인트 및 천식을 

유발하는 곰팡이 등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요소들이 감소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입주자들에게 상당히 주목할만한 혜택을 줍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열재 추가, 난방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창문과 지붕의 틈새 수리를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뉴욕시민들이 가정용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WAP는 주 

전역의 독신 주택에서 다가구 빌딩까지 118,000개가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Louise Slaught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Rochester)에 또다시 

찾아오는 겨울을 맞으며 저는 우리 지역사회 가족들의 집 난방을 도와줄 이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은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사무국의 예산을 마구 삭감하고 주 에너지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웨스턴 뉴욕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위험한 삭감입니다. 어느 사람도 음식과 

난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대통령의 예산 요구가 절대 

실현할 수 없게 노력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입증하는 기금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José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방 보조금은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가족들의 월 전기요금을 낮추고 빌딩을 현대화하는 것을 도와주며 주 전역의 

청정 공기에 투자할 것입니다. 국회 세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지역, 특히 

브롱크스와 같은 도심 지역의 환경과 공기 질량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기금을 위해 

싸우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도 다년간 후원한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의 환경에 대해 투자하는 동시에 뉴욕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을 돕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에 역시 

우선순위를 둔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http://www.nyshcr.org/Programs/WeatherizationAssistance/WAP-Awards-2017.pdf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은 뉴욕 

가족들의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주 전역의 에너지 소모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도 줄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맞으며 이 프로그램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Cuomo 주지사가 뉴욕 가족들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Carolyn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딩과 주택에 대한 내후성 작업은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저소득 가정과 노인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이 연방 보조금을 지지하게 되어서 기쁘며 이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내후성 주택의 혜택은 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게 만드는 것만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뉴욕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덜어 주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명한 투자는 단기와 장기적으로 

모두 영향 줍니다. 저는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는 내후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방 

보조금을 쟁취하는 역할을 맡아주신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을 위하여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내후성 작업의 날을 

맞으며 저는 소득 조건을 갖춘 노인과 가정들이 겨울과 쌀쌀한 여름 날씨에 집안을 

따듯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Cuomo 주지사의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연방 프로그램은 지역의 소형 사업체가 집 개조, 에너지 비용 감소 권한을 주어 우리가 

연료를 선택하듯이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순위에 놓게 합니다. 저는 뉴욕이 계속하여 

이런 중요한 결과를 집행할 수 있게 국회에서 내후성 기금을 계속하여 쟁취할 

것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난방을 켜는 

것과 식료품을 사는 것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현명한 

투자를 성사시켜 허드슨 밸리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도와준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내후성 작업은 난방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엄청난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원의원 Elise Stefani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보조금은 우리 지역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 컨트리 전체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노인들이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힘들게 번 돈을 절약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Lee Zeld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뉴욕의 가족의 공공요금 

절약을 도와주어 생활비가 너무 높은 롱아일랜드에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서퍽 카운티의 공공요금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적인 공공시설 

업그레이드를 도와주는 이런 연방 기금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주택은 일산화탄소와 

곰팡이와 같은 위험요소에 더 취약하며 높은 공공요금을 내는 어려운 뉴욕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깁니다. 주택 내후성 작업은 악천후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 요금을 완화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이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소에서 거주하게 하는 장기 주택 전략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향한 발전입니다.”  

  

WA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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