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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저소득저소득저소득저소득 가정이가정이가정이가정이 유틸리티유틸리티유틸리티유틸리티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줄이고줄이고줄이고줄이고, 가정을가정을가정을가정을 더욱더욱더욱더욱 건강하고건강하고건강하고건강하고, 

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 보다보다보다보다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 곳으로곳으로곳으로곳으로 가꿀가꿀가꿀가꿀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5,7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거의거의거의거의 8,000 가구가가구가가구가가구가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20% 이상이상이상이상 절감할절감할절감할절감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되다예상되다예상되다예상되다 
 

지역지역지역지역 투자는투자는투자는투자는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성장시키고성장시키고성장시키고성장시키고 새새새새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성공적성공적성공적성공적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청사진인청사진인청사진인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을을을을 보완합니다보완합니다보완합니다보완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거주하는 약 8,000개의 저소득 가정과 

노인들의 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해주는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펀드에 5,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뉴욕주 비영리기관 

네트워크에게 배분되어 에어 실링, 단열, 난방장치 업그레이드, 진단 테스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에너지 효율성 작업을 실시하여 일산화탄소 및 곰팡이와 같은 

위해요소를 파악해 공기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WAP는 뉴욕주에 있는 수천 개의 저소득 가구가 집을 보다 안전하게 하면서 유틸리티 

비용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뉴욕주민들이 에너지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절약하도록 

도와주어 이러한 성공을 발판으로 뉴욕주 곳곳에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가꿔줄 것입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 주택커뮤니티갱신이 최근에 단열공사를 거친 뉴욕 Endicott의 

주택에서 이뤄졌습니다. 
 

WAP는 HCR가 미국 에너지부와 보건복지부의 자금으로 관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뉴욕주 현지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 우선 배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싱글 가정, 다가구 주택 및 조립식 

주택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합니다. 1977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688,000여개의 주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DOE가 의뢰한 최근의 WAP 국가 평가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뉴욕과 같이 기후가 추운 

곳에서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구에서의 WAP 공사는 특히 비용 

대비 효과가 컸습니다. WAP 투자로 단열 전 에너지 사용과 비교해 20% 이상이 



Korean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5700만 달러 중 총 130만 달러는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기여금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감사 및 난방 시스템 수리와 같은 단열 기술 교육은 이 

프로그램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합니다. 매년 단열 

프로그램은 수백 개의 봉급이 많은 일자리, 청정 일자리, 첨단 교육 시설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을 맞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주택커뮤니티갱신의주택커뮤니티갱신의주택커뮤니티갱신의주택커뮤니티갱신의 James S. Rubin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및 기타 에너지 지출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단열 및 공기 리크 마감을 추가하고 난방 시설을 정비하는 작업은 에너지 절약 

비용을 충당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단열공사 교부금에 상대적으로 적당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고정 소득에 의지해 사는 노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Richard Hanna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연방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우리 가정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John Katko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entral New York의 가정과 주민들은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렴한 주택에서 생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 이웃에게 안전과 

건강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정 난방비 지원을 몹시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난방비가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도 단열 지원 프로그램 지원자 명단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WAP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역별 지원자 명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entral NY Rising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이 투자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을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해 2012년 

이래 지역에 근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며 포용적 경제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불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Syracuse, Oswego 및 

Auburn과 같은 지역을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지사가 발표한 업스테이트 재활성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로 “Central NY Rising”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장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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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5,9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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