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여름철 폭염을 피해 집에 머무르는 시기가 왔습니다.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공과금도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올여름 더 

안정되고 쾌적한 집안 생활을 위해 여기 소개된 리소스를 확인하세요. 

 
공공시설 지원 프로그램 

 

긴급 공공시설 서비스 기금(Utility Emergency 

Services Fund) 

케이스 관리, 금전적 지원,교육 워크숍 등 제공 

1608 Walnut St. Suite 600, Phila. PA 19103 
www.uesfacts.org 

복지 센터(Benefits Access Center) 

공하는 복지 수당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세요.215.814.6845 — BAC@uesfacts.org 

공공시설 지원 프로그램(Utility Assistance 

Program) 

공공시설 중단(끊김) 또는 중단 

임박215.814.6837 — utility@uesfacts.org 

가족 지원 프로그램(Family Empowerment 

Program) 

미취학 아동부터 12학년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생계 안정 지원 제공 215.732.8373 — 

family@uesfacts.org 

상수도 공급 안정화(Water Housing 

Stabilization) 

물 사용량이 많고/거나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정을 위한 지원 제공267.639.8248 — 

water@uesfacts.org 

    

고령자 지원 

필라델피아 노인돌봄 기관(Philadelphia 

Corporation for the Aging, PCA) 

215-765-9040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폭염 

시기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간편식 지원 등 여타 

지원에 관해 알아보려면 헬프라인에 문의하세요. 

  

 

 

 

 
• ACHIEVEability | 59 N. 60th St. | (215) 748-8800 
• Center in the Park | 5818 Germantown Ave | 215-848-7722 ext.219  
• Congreso de Latinos Unidos | 216 W. Somerset St. |(215) 763-8870  
• Diversified Community Servies | 1920 S. 20th St. | dcsphila.org/  
• Germantown Crisis Ministry | 35 W. Chelten Ave. | (215) 843-2340  
• Greater Phila. Asian Social Service | 4943 N. 5th St. | (215) 456-1662  
• HACE | 4907 Frankford Ave. | (215) 437-7867 
• Hunting Park NAC | 3760 N. Delhi St. | (215) 225-5560 
• Mt. Vernon Manor CDC/NAC | 631 N. 39th St. | (215) 475-9492  
• New Kensington CDC | 2771 Ruth St, Suite 1 | (215) 427-0350 
• Nicetown CDC | 4300 Germantown Ave. | (215) 329-1827 
• Southwest CDC | 6328 Paschall Ave. | (215) 729-0800 
• Strawberry Mansion NAC | 2829 W. Diamond St. | (215) 235-7505  
• United Communities SE Phila. |2029 S. 8th St. | (215) 468-1645  
• We Never Say Never | 4427 Lancaster Ave. | (215) 452-0440 

 지역 에너지 센터(Neighborhood 

Energy Center) 

에너지 절약 방법, 공과금 지불 지원 

신청, 에너지 상담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역 

에너지 센터(Neighborhood Energy 

Center, NEC)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폭염 시기 실내 생활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