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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을 위해 32,500만 달러의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 

 

노년층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위해 가정용 난방 지원 가능 

 

지난 겨울 140만 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음 

 

11월 14일 월요일부터 신청서 접수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 겨울 고령자와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들의 

가정용 난방을 돕기 위해 32,500만 달러의 기금이 사용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에 대한 신청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식탁 위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난방비를 내는 일 중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노년층과 열심히 일하는 뉴욕주민들이 겨울의 추운 몇개월동안 고가의 

난방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저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소득, 가구 규모, 난방 자원에 따라 이번 겨울 

최고 626달러에 해당하는 수당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최고 53,076 달러의 가계 소득 또는 월간 4,423 달러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여전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140만 가구 이상이 연방 기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지원을 받은 가구수 내역을 보면 지역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15-16년도 지원을 받은 

가구  

주도 지역 65,538  

센트럴 뉴욕 57,806  

핑거 레이크스 86,335  

롱아일랜드 63,759  

미드 허드슨 97,506  



모호크 밸리 45,481  

뉴욕시 765,002  

노스 컨트리 36,283  

서던 티어 51,623  

웨스턴 뉴욕 134,635  

합계  1,403,968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myBenefits.ny.gov/에서 가정 에너지 지원 

수당 (Home Energy Assistance benef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여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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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Assistance)이 감독하며 지역 사회보장 서비스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또한 난방이 차단되거나 연료가 떨어져서 위험에 처할 경우 해당 가구는 응급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수당 신청은 2017년 1월 3일 화요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역 사회보장 서비스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Samuel D. Roberts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겨울 예상되는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우리 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착순으로 에너지 지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주민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Louise Slaught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은 우리 지역 수만 

가구가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기금을 받기 위해 꾸준히 싸워왔습니다. 저는 자격이 되는 모든 

웨스턴 뉴욕 주민들께서 올 겨울 가정용 난방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의 수석 

위원인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은 

노인분들과 저소득층의 뉴욕 주민들은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방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필수적인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민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해서는 

안됩니다. 연방 차원에서, 저는 공공 주택의 최소 난방 요건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 동료인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뉴욕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위해 연방 기금 32,500만 달러를 할당하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자격이 되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서 11월 14일부터 신청하시기를 

https://www.mybenefits.ny.gov/
http://otda.ny.gov/programs/apply/


권장합니다.”  

 

미 하원 세출 위원회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간부 위원인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연방 

기금 프로그램들은 근면한 뉴욕 주민들이 연중 가장 추운 수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것을 돕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올 겨울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겨울 추위는 자택에서 

난방을 못할 경우, 혹독할 만큼 춥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s)을 통해 사용가능한 연방 

기금은 너무나 많은 가구들이 겨울 시즌 동안 재정적으로 난방을 유지할 수 없는 

브롱크스와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자격이 되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서 11월 14일부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도록 권장합니다.” 

 

Gregory W. Meek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막 다가오는 이 즈음, 

이 발표는 희소식입니다. 지난 해에는 140만 가구 이상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뉴욕 

주민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그 이상은 못되더라도 작년만큼이라도 많은 

가구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이 연방 기금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겨울 

시즌이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지역사회에게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연방 기금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즈음 이 

지역사회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절히 난방이 된 가정 없이는 누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난방을 갖춘 가정은 기본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이러한 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주민 그 누구라도 춥게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방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 기금은 고정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노인들의 빈틈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Yvette D. Clark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은 뉴욕시가 

문서상으로 기온을 기록한 이후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과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에게 난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께서 32,500만 달러의 

연방 기금 프로그램을 설정해 주신 덕분에 많은 뉴욕 주민들이 훨씬 따뜻하게 올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된 점을 알게 되어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 겨울 유틸리티 비용 

인상에 힘들어 하는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도 지역 한 



곳에서만 65,000 가구 이상이 이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 

겨울 더 많은 취약 계층 친구들과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책임 있고 

매우 중요한 겨울 대책 프로그램들이 생활비가 제한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Richard Hanna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택에서 추위에 떨며 생활하게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실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고정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연방 

기금은 뉴욕 주민들이 혹한기 겨울 동안 자택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John Kat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은 수만 명의 센트럴 뉴욕 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이 혹독한 겨울 동안 비싼 가정용 난방비를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방 기금이 마련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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