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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추운 겨울 동안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3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주거용 난방 지원금 발표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  

  

2019-20년 160만 명이 넘는 뉴욕의 주택 보유자 및 임차인이 난방 보조금 수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돌아오는 겨울에 저소득 및 중간 소득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에게 난방 지원을 제공하는 3억 2,8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주거용 난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에 대한 신청을 현재 접수받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주택 보유자 및 임차인에게 연방 자금으로 난방 지원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이미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뉴욕 주민에게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가을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택과 아파트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은 소득, 가구 규모 및 주택 난방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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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ce, OTDA)이 운영하는 HEAP에서 최대 741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의 월소득 최대 5,019 달러 또는 연간 총 소득 60,226 달러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액은 작년에 비해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신청은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에서 대면 또는 전화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카운티별 지역 사무소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정기적으로 난방 지원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유틸리티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신 유틸리티 기업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연체 

금액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s://otda.ny.gov/programs/heap/contacts/
https://www.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https://access.nyc.gov/programs/home-energy-assistance-program-heap/?anyc_v=nb&utm_expid=.-z3Dv5E-TEm9FuJtvmx8Fg.1&utm_referrer=https%3A%2F%2Faccess.nyc.gov%2F%3Fanyc_v%3Dnb%26s%3DHEAP
https://www3.dps.ny.gov/W/AskPSC.nsf/All/D3BB77AFE92D6FFF852585EE0051A13E?OpenDocument


 

 

  

이번 시즌 HEAP 지원을 받았으나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난방 연료가 부족한 뉴욕 

주민은 또한 일회성 긴급 HEAP 혜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긴급 지원금 신청은 1월 

4일 월요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려면 지원자는 반드시 HEAP 자격 기준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지침을 만족해야 합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이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높은 가정 난방 비용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해 난방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이 기존의 난방 비용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모든 가구는 이번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작년 주 전역에 걸쳐 16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HEAP을 통해 난방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530,000개 이상의 가정이 

지원을 받았으며, 고령 뉴욕 주민의 난방 지원 금액은 약 9,800만 달러였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특히 연료가 

부족하거나 공익사업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HEAP은 고령의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중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집에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의 Beth Finkel 

뉴욕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ARP 뉴욕 지부는 지원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유틸리티 사용자에게 지역 HEAP 프로그램을 통해 공과금 지원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등록을 위해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월 초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되면 접수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번 겨울 모든 사람과 이들의 

가정이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십시오."  

  

또한 이제 기본 난방 장비가 안전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격 있는 주택 

소유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HEAP 난방 장비 수리 및 교체 

프로그램(HEAP Heating Equipment Repair and Replacement program)을 통해 난로 

또는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필수 난방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의 경우 최대 3,000달러이며 교체 비용은 6,500달러입니다. 또한 자격 있는 

https://otda.ny.gov/news/2020/programs/heap/
https://otda.ny.gov/news/2020/programs/heap/
https://otda.ny.gov/news/2020/programs/heap/


 

 

주택 소유자는 현재 HEAP 난방 장비 청소 및 조정(HEAP Heating Equipment Clean and 

Tune) 혜택을 신청하여 가정의 기본 난방원을 최고 효율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사회 보장 서비스부로 문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HEAP는 주 전역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2019-20년 HEAP 지원을 받은 총 가구  

  

웨스턴 뉴욕: 128,340  

  

핑거 레이크스: 91,736  

  

서던 티어: 51,008  

  

센트럴 뉴욕: 58,625  

  

모호크 밸리: 44,961  

  

노스 컨트리: 35,369  

  

주도 지역: 65,879  

  

미드 허드슨: 97,350  

  

뉴욕시: 965,335  

  

롱아일랜드: 6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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