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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열대성 폭풍 프레드로 인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를 위해 

최대 100만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 약속  

  

슈토이벤 카운티의 저, 중위 소득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1년 열대성 폭풍 프레드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슈토이벤 

카운티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최대 100만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 지원 기금은 홍수 이벤트 동안 그들의 주요 거주지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긴급 복구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열대성 폭풍 프레드로 인한 홍수는 

슈토이벤 카운티 주민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자금 지원은 적격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폭풍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뉴욕은 미래를 위한 탄력성을 축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이 

집을 수리하도록 지원하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 기금은 프로그램 지침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1차 

주거지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는 주택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인 식목주택개발공사(Arbor Housing and Development)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집을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긴급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수리에는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정화조 교체, 지붕, 접근성 및 난방 시스템의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차 수리에는 새 창문, 단열재, 문 설치 및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작업 범위가 포함됩니다.  

  

최대 35,000 달러의 지원금은 식목주택개발공사(Arbor Housing and Development)에서 

승인한 작업 범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주 거주지가 슈토이벤 카운티에 두고 

있어야 하고 지역 중위 소득의 90% 이하인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프레드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토이벤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이 



100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은 복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급 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식목주택개발공사(Arbor Housing and Development)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 기쁘고, 유례없는 홍수 이벤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연민을 보여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의 

지속적인 영향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지역사회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식목주택개발공사(Arbor Housing and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Susan 

Bu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목주택개발공사(Arbor Housing and Development)는 주택 

소유자들이 슈토이벤 카운티의 홍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NYS HCR의 추가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지원 

덕분에 영향을 받은 소규모 농촌 지역사회의 복구 노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금을 수령하려는 적격 주택 소유자는 식목주택개발공사(Arbor Housing and 

Development)의 웹사이트(https://arbordevelopment.org/homeownership-programs/)를 

방문하거나 607-654-7478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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