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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레이크 온타리오 주택소유자 복구 프로그램(LAKE ONTARIO 

HOMEOWNER RECOVERY PROGRAM)의 자격 요건 발표  

  

주지사는 2019년의 기록적인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레이크 온타리오 세인트로렌스강 홍수 구제 및 복구 프로그램(Lake Ontario-St. 

Lawrence River Flood Relief and Recovery Program)에 최대 2,000만 달러 배정  

  

주택소유자 신청 절차는 10월 1일에 시작될 예정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워터프론트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지사의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회복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기록적인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할 2019년 레이크 온타리오 세인트로렌스강 

홍수 구제 및 복구 프로그램(Lake Ontario-St. Lawrence River Flood Relief and 

Recovery Program)의 자격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8월 7일에 Cuomo 주지사가 

처음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최대 2,000만 달러를 배정하여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를 위한 주택 수리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가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8개 카운티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손상을 복구하도록 주 정부 예산으로 최대 

50,000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소유자 신청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기록적인 

홍수로 수백 명의 주택소유자와 사업체 수백 곳이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물가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필수적인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주택소유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금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전보다 

튼튼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파괴된 

현장을 직접 보니 이 파괴적인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홍수가 지역 주민들에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redi-commission-co-chairs-issue-letter-lake-ontario-municipalities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주택소유자들은 뉴욕주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어 주택을 더 튼튼하고 좋게 복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 대비, 회복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위원회, 이 지역을 목표로 한 투자를 통하여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호숫가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레이크 온타리오 세인트로렌스강 홍수 구제 및 복구 프로그램(Lake Ontario-St. 

Lawrence River Flood Relief and Recovery Program)은 주지사의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회복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을 지원하며 뉴욕주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를 확인한 프로젝트들에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한 

다기관 주 위원회와 협력하여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호숫가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 기관 대표자들의 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보험 등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과 관련된 8개의 카운티인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웨인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들도 

포함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에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 거주지가 홍수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어 주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작성한 신청서에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복구 계획은 전반적인 호숫가의 회복 탄력성에 

집중합니다. 주 거주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립적인 호숫가의 피해를 작성한 

신청서는 회복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절차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지원금이 결정된 이후에 검토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 지역에 중대한 

프로젝트들은 개인 주택에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여 업데이트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알림을 받고 싶으시다면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큰 홍수 이후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며 

복구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는 거주민들의 복구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소유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CR)는 이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한 주택의 피해를 복구하는 가족들을 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https://hcr.ny.gov/lake-ontario-st-lawrence-seaway-flood-relief-and-recovery-grant-program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회장 겸 회복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 위원회(REDI Commission)의 공동 위원장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 위원회(REDI Commission)의 

최우선 목표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호숫가의 전례없이 심각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회복하여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우선시하는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목표로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 

지역사회들이 복구되는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는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호숫가를 

덮친 이 기록적인 홍수의 전, 후와 도중에 계속 관여하여 높은 수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천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숫가의 주민들이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운 주지사의 헌신은 전례없이 확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금은 호숫가의 자산소유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호물자를 제공함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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