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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주택 난방 추가 지원 발표
HEAP 신청을 3월 27일까지 접수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난방 연료가 떨어질 위험에 있거나 유틸리티 서비스가
끊긴 사람들은 이제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을 통해 제2차 비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지원은 늘어난 추운 날씨와 뉴욕주에교부된
추가 연방 자금을 감안하여 제공됩니다.
“금년의 심한 겨울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난방비를 지불하느라 고생하고 있지만 제2회차
비상 지원으로 주민들은 겨울철이 끝날 때까지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추가 자금은 전주의 가족들을 위해 긴요한
형식의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난방비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자격 가구는 시즌당 1회의 정규 HEAP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
비상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한 번의 비상 HEAP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규
급여와 비상 급여를 이미 받은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이제 제2회차 비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 및 비상 HEAP 급여 신청은 3월 27일 금요일까지 접수할
것입니다.
임시장애지원실 부실장 Sharon Devi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혹한
겨울이 가구 예산에 타격을 가했는데 우리는 지역 파트너들로부터 노년의 시민들이 특히
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직면한 가구들이 아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청하려면 지역 복지과에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HEAP는 100% 연방 자금인데 뉴욕주는 2014-15 세션에 연방 HEAP 교부금으로 늦겨울
방출 자금 333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3억 7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비상 급여액은
비상에 따라 다른데,최대 $5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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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은 소득 및 가구 규모에 근거합니다. 2014-15 HEAP 시즌의 경우, 4인 가구 중
최대 년 50,629달러 또는 월 4,219달러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여전히 지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원 Nita Low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추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이러한 연방 교부금이 빈곤 가정에 제공되어 기쁘며, Lower Hudson
Valley 가구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Eliot E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잔인하여 난방
연료가 떨어질 위험에 처한 분들은 심한 압박 속에 있습니다. 본인은 유자격 가구를 위해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을 통한 이 두 번째 비상 급여를 개시하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뉴요커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눈 속에서 너무 많은
뉴욕주 가족들이 난방비 지불과 약, 식품 또는 의복 같은 기타 필수품 비용 지불 사이에서
불가능한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인은 주도 지역과 우리 전주에서 이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겨울의 마지막
주들까지 연장하는 결정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삶이 조금 더
쉬워지고 가장 기초적 필요를 건너뜀이 없이 집을 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지금까지 75,000여건의 비상 HEAP 급여를 포함하여 총 약 140만 건의
HEAP 급여가 지출되었습니다.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핫라인 1-800-342-3009로 전화하거나
http://otda.ny.gov/programs/heap/를 방문하십시오. 뉴요커들은 해당 카운티 복지과의
연락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otda.ny.gov/programs/heap/HEAPcontac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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