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레이크 온타리오 주택 소유자 복구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을 발표  

  

2019년 역사적인 홍수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및 웨인 카운티의 주요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 

달러 제공  

  

주택 소유자 신청 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2019년 레이크 

온타리오 세인트 로렌스 리버 홍수 구호 및 복구 프로그램(Lake Ontario-St. Lawrence 

River Flood Relief and Recovery Program) 접수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및 

웨인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요 주택에 대한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최대 5만 

달러의 주정부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 주택에 대해서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요 거주지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이후 주택에 대해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역사적으로 자주 일어난 홍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뉴욕주가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정부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재건과 복원 

노력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가 이용할 수 있는 2천만 달러는 필요한 

재정적 구제를 제공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파괴적인 홍수로부터 피해 

가족이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9년의 홍수 구호 및 회복 프로그램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 사회 갱신을 통해 관리되며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고 주요 거주지 주택에 대한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최대 2천만 

달러를 배정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신청 자격 기준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홍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  

• 신청서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홍수로 인해 주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는 등 

주요 거주지에 발생한 손해를 작성해야 합니다.  

• 2차 주택에 대한 손해를 다루기 위한 자금은 주요 거주지 신청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 이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신청 자격 기준의 전체 목록을 포함한 신청서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 사회 갱신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레이크 온타리오의 워터프론트를 따라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온 여러 기관으로 이뤄진 위원회 등 Cuomo 주지사의 

REDI를 보완합니다. REDI를 통해 주정부는 레이크 온타리오를 따라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해안가를 복구하기 위해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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