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2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난방 위기를 겪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1,500만 달러 추가 지원 발표  

  

극소용돌이와 계속된 한파로 인해 신음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에 추가 지원  

  

모든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해 지원 신청 기간 4월 말까지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난 달 내내 극심한 날씨가 빈발하자 자격 요건을 갖춘 

뉴욕 주민의 주택 난방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1,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월 19일 화요일부터, 난방 연료가 부족하거나 난방 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처한 가정은 연방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두 번째 긴급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uomo 주지사는 연방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의 일반 및 긴급 지원에 

대한 지원 기간을 4월 26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집의 난방을 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 

등 기타 필수품을 포기를 선택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의 많은 지역이 혹한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자금 지원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이 계절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 누구라도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촉구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 난방비는 쉽게 늘어나고 가정 예산에 부담을 

줍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고투하고 있는 

수많은 뉴욕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필수적 자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겨울 한 시즌동안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일반 

수당 1번,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수당 1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만약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전력이 끊기거나 난방 연료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시즌에 이미 일반 및 긴급 수당을 수령한 가정도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뉴욕주에는 낮은 기온와 강설이 계속되었고, 이는 작년 겨울의 기록적인 

한파에 견줄 만 했습니다. 올해 이미 35,000 이상의 가구가 지원을 신청하면서,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긴급 수당에 대한 주 전역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극소용돌이로 인해 뉴욕의 

1월 기온이 급강하했으며 뉴욕주의 많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극심한 겨울 태풍으로 인해 주 전역에 적설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예로, 버팔로의 

일간 강설량은 지난달 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가구가 받는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지원금의 액수는 가구 소득, 가구 

크기, 주택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가계 소득 연 최고 

55,178달러 또는 월간 4,598달러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유 난방을 하는 가정에서는 이번 겨울 총 2,200달러 이상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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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됩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긴급 수당 지원금 신청은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local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에서 대면 접수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별 사무소의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저소득 가정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집을 개선해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다른 

종류의 가정 에너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엠파워 뉴욕(EmPower New York)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 및 개발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을 통해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뉴욕 주민 135,000명에게 무료로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해당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당면한 

뉴욕 가정은 혹한과 눈이 몰아닥치는 이 계절에 집의 난방을 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 등 

기타 필수품을 포기를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번 겨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뉴욕 주민에게 신청 기간을 

연장한 일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의 추가 자금 확보는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투하는 저소득, 노령 뉴욕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http://otda.ny.gov/programs/heap/contacts/
https://www.nyserda.ny.gov/All-Programs/Programs/EmPower-New-York


난방 위기에 당면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한 일은 더욱 많은 

고령자들과 가족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가정을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지원 발표로 인해 전력 차단과 연료 

소진 위험은 물론, 가스렌지로 난방을 하거나 난방 없이 지내는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의 Alicia Barton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뉴욕 주민들은 모두 극심한 겨울 날씨로 인해 가정에 발생하는 

에너지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가장 취약한 가정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과 엠파워 뉴욕(EmPower New York) 등과 같이 

저소득 거주민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내후성을 갖추며 이들의 가정이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알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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