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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MATTRESS FIRM, INC.와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비타트
운동 단체, 뉴욕주가 파트너십을 맺고 허리케인 아이다의 남은 영향에 의한 홍수 피해를
입은 가정에 500개의 매트리스를 기부하기로 했음을 발표
500개의 매트리스는 기록적 홍수의 여파로 가재도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Mattress Firm, Inc.와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비타트 운동 단체’가 뉴욕주와 파트너십을 맺고 9월 1일 밤에 휩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가정에 500개의 매트리스를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주 남부
지역을 강타한 날 밤 강한 폭우와 기록적인 홍수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재산 대부분이 소실되거나 못쓰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웃들을 도와 청소를 하고 삶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attress Firm과 뉴욕시 해비타트 운동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새 매트리스를 기부함으로써 한 조각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트리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퀸즈 인근의 이스트 엘름허스트에 있는 First
Baptist Church에서 나누어 줍니다.
Mattress Firm Inc.의 대표이자 CEO, John E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ttress
Firm의 다양한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는 성심과 인간애를 품고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뉴욕 주민들에게 500개의 매트리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일부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힘든 시간을 겪고나서
편안한 하룻밤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비타트 운동 단체의 CEO, Karen Haycox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트리스와 같은 고가의 가재 도구를 바꾸는 것은 폭풍 피해의 숨은
비용으로서,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와 시, 주, 연방 차원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퀸즈 보로의 Donovan Richard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퀸즈
보로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가운데, 허리케인 아이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퀸즈 가정에
500개의 매트리스를 나누어주기로 한 Hochul 주지사와 Mattress Firm,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비타트 운동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다의 파괴적인
홍수로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가정들이 이번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9월 6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재해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방 정부와 뉴욕 주민들에게 연방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 대상자인 뉴욕 주민들에게 사적,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 및 공공 지원 선언문에 포함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롱크스(Bronx), 퀸즈(Queens), 킹스(Kings), 리치몬드(Richmond),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현재 뉴욕 카운티는 공공 지원에만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계속해서 FEMA와 연방, 주, 및 지방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을
포함하여 집을 잃은 뉴욕 시민들은 위기 상담, 실업 지원, 주택 수리,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ttress Firm, Inc. 소개
Mattress Firm, Inc.는 9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2,400여 곳의 매장을 두고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수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Mattress Firm Foster Kids 프로그램은 Ticket to Dream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의 비영리 위탁 양육 시설 파트너들과 합심하여 위탁 시설의
아동들이 잠을 잘 자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mattressfirm.com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비타트 운동 단체 소개
뉴욕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해비타트 운동 단체(Habitat for Humanity New York
City and Westchester County)는 열심히 사는 가족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지어주고
보존하며, 저렴한 주택이라는 대의명분을 중심으로 모든 뉴욕 주민들을 화합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해비타트 NYC와 웨스트체스터는 지역 곳곳에서 가족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수리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abitatNYCWC.org에서 알아보시고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HabitatNYC_WC에서 팔로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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