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쿨 케어
(Senior Cool Care)

버지니아주 노인 및 재활 서비스부와 25년 동안 함께해온

냉방 지원 파트너십 프로그램 Fan Care(현재 Senior

Cool Care로 이름 변경)는 저소득 노인층에 무료 원룸

에어컨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nior Cool Care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웨더라이제이션
(Weatherization)

1-888-366-8280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Dominion Energy는
무료 에너지 평가와 웨더라이제이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nergyStar ® 인증 LED 전구

• 효율적인 샤워기 헤드와 수도꼭지 에어레이터
• 온수 파이프용 랩 단열재

• 다락 단열 및 에어/덕트 실링
• 퍼니스 팬 모터

• 열펌프 및 A/C 조정
웨더라이제이션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EnergyShare 청구액 납부가 승인된 Dominion Energy

버지니아주 Senior Cool Care 신청에
대한 정보는 1-800-552-3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방법

EnergyShare는 Dominion Energy와 고객,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부자분들은 “EnergyShare”(우편번호 91717,
Richmond, VA 23291-9717)로 수표를 보내주시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Dominion Energy

고객분들은 $1, $2, $5, $10, $20, $25, $35 단위로

청구액을 초과 납입하여 자동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규정에 따라 세금이 공제됩니다.

고객은 무료로 웨더라이제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 소유주 모두 자격에 해당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Dominion Energy(1-888-366-8280) 에 문의하시면

현지 웨더라이제이션 제공업체로 의뢰가 진행됩니다. 현지
제공업체가 가구 내 평가를 위해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권장 조치를 취하기 위해 팀에서 다시
고객과 일정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66-366-4357로 전화하거나
DominionEnergy.com을 방문하여
EnergyShare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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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줍니다

EnergyShare란
무엇일까요?
EnergyShare는 Dominion Energy의 연중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청구액 납부 지원, 무료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봉사활동,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EnergyShare는 1982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Dominion Energy의 비영리단체인
EnergyShare는 2018년에 제정된 GTSA(Grid
Transformation and Security Act)에 따라
재정 위기에 처한 가구에서 난방 또는 냉방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nergyShare 청구액 납부 프로그램
신청 기간

난방

10월 1일 – 5월 31일

냉방

6월 1일 – 9월 30일

2-1-1에 방문하여 의뢰

접수처
요구 사항

일반

• 최후의 수단(Last Resort) 프로그램
• 무소득 지침
• 위기가구

• 전기공급 중단 통지를 받았거나 서비스 복구가 필요한
60세 미만의 고객
• Dominion Energy 서비스 지역에 거주 DominionEnergy.com에서 현지 EnergyShare
기관 목록 확인

EnergyShare가 돕는 방법

EnergyShare는 최후의 수단으로 연중 제공되는 에너지

재향군인

장애인

1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2월 31일

특정 재향군인보훈처

특정 자립생활센터

• 재향군인

• 주택 바우처를 받았거나 주택 위기를
겪은 분

• Dominion Energy 서비스 지역에 거주
- DominionEnergy.com에서 현지
EnergyShare 기관 목록 확인

• SSA 또는 VA 장애 소득 수령
• 가구 내 생활

• 이미 CIL에서 서비스를 받은 상태

• Dominion Energy 서비스 지역에 거주
- DominionEnergy.com에서 현지
EnergyShare 기관 목록 확인

제가 자격에 해당할까요?

EnergyShare는 소득 기반이 아닙니다. 위기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처해 있고 주요 난방 또는 냉방 공급원 가동이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있습니다.

1. 청구액 납부* — 모든 난방/냉방원

혜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석유, 가스, 등유, 목재, 전기)에 대하여 세 가지 프로그램
제공

중단될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Dominion Energy는 EnergyShare 심사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 비영리단체 및 DSS

• 일반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들 기관은 자격에 해당하는지

• 장애인

승인되면 혜택은 고객의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 재향군인

확인하기 위해 사례별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2. 웨더라이제이션(Weatherization) — 승인된 청구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치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현지 EnergyShare 기관의 안내를 받으세요. 숙련된

납부 고객은 자동으로 무료 에너지 평가 및 에너지 절약

2-1-1로 전화하시거나 211virginia.org를 방문하여

전문가가 공익 지원, 기초 생필품, 보육, 노인 보호,

3. 교육/봉사 — 주민들이 에너지 사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등에 대한 자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를 위한 저비용/무비용 팁을 제공합니다

기관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DominionEnergy.com

돕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 자금이 소진되면 EnergyShare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도와드립니다. 현지 EnergyShare
에서 EnergyShare를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