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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재난 구제를 위한 연방 교부금으로 뉴욕주가 9300만 달러 받을 것이라고 
발표 

 

연방 교부금은 허리케인 아이리인 및 열대성 폭우 리의 피해를 입은 뉴욕 커뮤니티들에 
분배될 예정 

 

앤드류 M.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리인 및 열대성 폭우 리의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들을 돕기 위한 재난 구제로 뉴욕주가 9300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2011년에 재난 선언을 받은 카운티들의 재난 구제, 
장기 복구 및 인프라, 주택의 복원 및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리인 및 열대성 폭우 리가 뉴욕주를 휩쓴 이래 우리는 커뮤니티들이 복구 
및 재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우리 주를 위해 그리고 파괴적인 홍수의 피해를 입은 
가족, 업소 및 시들을 위한 큰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부금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리인 및 열대성 폭우 리 그리고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다른 재난들의 
여파로 미의회는 재난 구제를 위해 최근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재난 구제 (CDBG 
DR) 형식으로 4억 달러를 책정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작년에 60개 카운티 중에서 48개 
카운티에 재난 선언을 발급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총 9300만 달러의 
CDBG DR 자금을 받을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및 유니온 타운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로부터 직접 각각 1,120만 달러 및 1,01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커뮤니티 재계약실은 나머지 재난 선언 지역 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7,17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을 것입니다.  

 

지역 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CDBG DR 자금을 사용하려면 뉴욕주는 모든 자금의 
사용안을 설명하는 계획을 HUD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뉴욕주는 기타 연방 프로그램을 
위한 매칭 요건, 몫 또는 기여금으로서 CDBG DR 자금의 뉴욕주 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주는 다른 재난 지원 기금을 위해 요구되는 매칭의 지역 정부 몫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선언을 받은 카운티: Albany, Allegany, Broome, Bronx, Chemung, Chenango, Clinton, 
Columbia, Delaware, Dutchess, Essex, Franklin, Fulton, Greene, Hamilton, Herkimer, Kings, 
Lewis, Livingston, Madison, Montgomery, Nassau, New York, Niagara, Oneida , Onondaga, 
Ontario, Orange, Otsego, Putnam, Queens, Rensselaer, Richmond,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teuben, Suffolk, Sullivan, Tioga, Tompkins, Ulster, Warren, 
Washington, Westchester, Wyoming, 및 Y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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