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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난방 비상 사태에 직면한 뉴욕 주민 수만 명을 위한 추가 지원금에 대해
발표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난방하는 일을 돕기 위해 연방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의 추가 지원금 1,440 만 달러
확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겨울의 극심하게 낮은 기온 속에서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의 주택 난방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난방 연료가 부족하거나 난방 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처한 가정은 2 월 12 일부터
연방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두 번째
긴급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올겨울 가장 취약한
계층의 뉴욕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추운
날씨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겨울 한두 차례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지원 신청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겨울 추운 날씨를 계속 겪고 있는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서 긴급 난방 지원 요청 건수가
작년에 비해 이미 4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매 겨울마다 한 차례의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수당과 한 차례의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긴급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정규 수당과 긴급 수당을 받은 가구는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 관련 공공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난방 연료가 부족한 데 다시 보충할 수 없는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가구가 받는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지원금의 액수는 가구 소득, 가구
크기, 주택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인 가족은 연간 53,482 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여전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의 정규 수당과 두 차례의 긴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올겨울에 2,000 달러가 넘는 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이 감독하는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은 연방 기금으로 100 퍼센트 재정 지원됩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지원금 신청은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에서 대면 접수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별
사무소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 지원을 위한 지원금 제공 외에도, 엠파워 뉴욕(EmPower New York)을 통해 단열
시공 서비스(weatherization services)를 추가로 수천 가구에 제공하기 위해 연방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지원금 1,440 만 달러를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 제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겨울철 내내 고가의 연료 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주택을 난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가 지원이 없다면, 뉴욕의 근면한
가구들은 비상 상황 시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올겨울에
잠재적으로 심각하게 위험에 처한 뉴욕 주민 수천 명을 위한 중요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의 청장인 Alicia Barto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올겨울 주택 난방 비용 상승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따뜻하고
안락한 가정을 보장하도록 주정부가 제공한 지원을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일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정한 Cuomo 주지사님의 야심에 찬 에너지
어젠다의 우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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