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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추운 겨울 동안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택 난방 원조 기금 

3억 3,800만 달러를 발표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의 자금 지원 

신청, 현재 접수 중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 추운 날씨를 위한 난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가정용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에서 운영하는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은 올 겨울 노인들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들의 주택 

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억 3,8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소득층 및 노동자층 뉴욕 주민에게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늦은 가을과 

겨울 동안 주택 난방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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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최대 726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명의 구성원로 이뤄진 가족은 

4,797달러의 최대 월 총소득 또는 57,546달러의 연간 총소득을 가질 수 있으며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의료 비용을 지불 또는 추운 날씨에 집을 난방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한 월급에서 다음 

월급으로 살고 있는 뉴욕 전역의 수십만 가구에 대한 공익 시설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모든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은 재정적 불안을 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중요한 지원을 신청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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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온도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난방 지원에 대한 접근은 



 

 

저소득층 및 뉴욕 주민 노인들이 겨울철에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시 외부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경우 myBenefits.ny.gov에서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주 전역 사회 보장 서비스 각 지역 부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약 150만 가구가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을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아울러, 이미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난방이 차단되거나 연료가 바닥날 위험이 

있으나 연료를 재공급할 여유가 없을 경우 1회성 긴급 HEAP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 지원금 신청은 1월 2일 목요일부터 접수받습니다.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역 사회 보장 서비스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작년에 HEAP는 주 전역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2018~19년도 지원을 받은 가구  

수도 지구  58,105  

뉴욕주 중부 지역  59,123  

핑거 레이크스  100,817  

롱아일랜드  71,522  

미드 허드슨  101,444  

모호크 밸리  45,031  

뉴욕시  837,983  

노스 컨트리  36,571  

서던 티어  52,569  

웨스턴 뉴욕  130,957  

총  1,4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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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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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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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http://www.otda.ny.gov/programs/heap/contacts/
http://www.otda.ny.gov/programs/heap/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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