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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IRENE 및및및및 열대성열대성열대성열대성 폭우폭우폭우폭우 LEE 주택주택주택주택 매수의매수의매수의매수의 지역지역지역지역 몫을몫을몫을몫을 부담할부담할부담할부담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Irene 및및및및 Lee 매수매수매수매수 비용의비용의비용의비용의 25% 비연방비연방비연방비연방 몫을몫을몫을몫을 부담하기부담하기부담하기부담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승인된승인된승인된승인된 HUD CDBG 재난재난재난재난 복구복구복구복구 

기금의기금의기금의기금의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지시지시지시지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와 관련된 부동산 매수 비용의 

25% 비연방 매칭 요건을 맞추기 위해 최근 승인된 HUD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CDBG) 재난 복구 

프로그램의 가용 자금을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영향을 받은 17개 카운티의 약 1,143건의 부동산이 FEMA의 위험 완화 교부금 프로그램(HMGP)에 

의거 매수를 위해 처리되었습니다. 매수를 위해 추정되는 총 프로젝트 비용은 1억 9400만 달러를 

조금 넘으며, 따라서 25% 비연방 몫 비용은 약 4850만 달러가 됩니다. 

 

“Irene과 Lee의 합동 충격이 야기한 파괴와 황폐화는 이 강력한 두 폭풍의 예봉을 견딘 모든 

커뮤니티의 풍경에 영구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들 각각에 있는 재산 소유자들의 삶의 파괴는 훨씬 더 나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매수를 위한 비용의 25% 몫을 

인수함으로써 우리는 개별 재산 소유자들과 그들의 커뮤니티가 회복을 지속하고 삶을 복원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Shaun Donovan 장관은 수퍼폭풍 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 후에 고생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뉴욕주의 복구 실행 계획을 연방정부가 승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의 복구 실행 계획은 

17억 달러의 HUD CDBG-DR 자금으로 뒷받침됩니다. 

 

Lee/Irene 선언 후에 주정부는 연방 지원 완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영향을 받은 카운티 및 

커뮤니티에게는 의향서(LOI)를 최종 마감일인 2012년 6월 30일까지 3단계로 제출할 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LOI는 영향을 입은 커뮤니티를 위해 심하게 파손된  주택의 매수를 

포함하여 상세한 특정 완화 요소들을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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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카운티는 Albany, Broome, Chenango, Clinton, Delaware, Essex, Greene, Montgomery, Orange, 

Otsego, Rockland, Schenectady, Schoharie, Suffolk, Tioga, Ulster 및 Westchester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