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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7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홍수홍수홍수홍수 복구복구복구복구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FLOOD RECOVERY PROGRAM) 발표발표발표발표  

최근에최근에최근에최근에 홍수홍수홍수홍수 피해를피해를피해를피해를 가장가장가장가장 심하게심하게심하게심하게 입은입은입은입은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주소유주소유주소유주, 사업체사업체사업체사업체 및및및및 농장을농장을농장을농장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주주주주 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홍수홍수홍수홍수 복구복구복구복구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Flood Recovery Program) 구성구성구성구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에 홍수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 사업체 

및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600만 달러 규모의 Mohawk Valley 및 2013년 뉴욕주 북부 지역 홍수 복구 

프로그램(Upstate Flood Recovery Program)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홍수 복구 

프로그램(Flood Recovery Program)은 Herkimer, Madison, Montgomery, Niagara 및 Oneida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 사업체 소유주, 농장 등의 보험혜택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수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홍수로 발생한 재난을 우선적으로 확인했으며 처음부터 

뉴욕주는 모든 것을 잃은 피해 주민을 보살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손상되고 파괴된 

주택과 소유물을 가진 주민에게 개별 지원으로 1600만 달러를 제공하여 연방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으로 홍수를 겪은 지역사회가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비 설문조사 결과 500 가구 이상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수 십 채가 파괴되었고, 150여 

사업체는 다소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홍수로 인한 손상이 심한 곳이 많았지만 재정적 및 재산적 손해가 연방 FEMA와 다른 연방 

지원을 받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올해 입법기관이 만든 비상용 자금 전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 소유주,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또는 농장주나 지정된 장소의 농장은 홍수 

관련 손상이나 무보험 손실에 대한 증거 자료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최고 $31,90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와 농장주 또는 농장은 최고 5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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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의 경우, 해당 비용에는 지붕, 창문, 문, 외장, 바닥, 석고판, 절연장치, 초석, 우물, 특정 

시스템, 전기 시스템, 연료 탱크, 난방 및 수도 시스템, 가전제품 등의 손상을 수리 및/또는 교체하고 

환경적 유해 요소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홍수로 소유물이 파손된 주택 소유주는 손상된 

소유물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해당 비용에는 재고, 장비, 자재, 고정물 및 가구에 대한 손상, 홍수로 손상된 

구조물의 설계, 건설, 재활, 재건 비용의 환급 등이 포함됩니다. 

 

농장의 경우, 농장 자본 수리 및 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 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별 보조금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합계합계합계합계 

Herkimer $4,000,000 

Madison $3,000,000 

Montgomery $4,000,000 

Niagara $2,000,000 

Oneida $3,000,000 

합계합계합계합계 $16,000,000 

 

뉴욕시 홍수 복구 프로그램(Flood Recovery Program)에 대한 기타 정보와 신청 자료는 

http://www.nyshcr.org/Programs/NYS-Flood를 방문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사업체, 

농장은 뉴욕주 홍수 헬프라인에 1-888-769-7243으로 전화하여 뉴욕주 홍수 복구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홍수 헬프라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뉴욕주에서 자연 재해와 폭우는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폭풍이 

발생하면 주택 소유주, 학교, 사업체, 공원, 교각, 도로 등 모든 사람과 사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 구조를 위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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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Hugh T. Farley씨는 “홍수 복구 프로그램(Flood Recovery Program)은 최근 홍수 피해를 

심하게 입은 Mohawk Valley 지역의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조치에 감사 드리며 주지사 및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향후 발생할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뉴욕주의 자연재해 계획을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James L. Seward씨는 “뉴욕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연방 

정부의 대응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뉴욕주는 지방 정부, 주택 소유주, 사업체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재건의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자금 발표는 우리의 

종합적인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지사가 이번 일에 주목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주지사 및 관계자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대난 대비 및 대처를 완전히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Joseph A. Griffo씨는 “Cuomo 주지사는 미국의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결단력 있는 리더임이 

입증되었습니다. Mohawk Valley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들은 뉴욕주로부터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협력하여 연방 정책 결정이 복구와 재건 노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정적 구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주지사가 최근 홍수로 주택과 소유물을 잃은 주민에게 복구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내려 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가 심각하여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건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주지사 및 입법 기관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홍수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ecilia Tkaczyk 상원 의원은 "지난 3주 동안 Fort Plain의 지역 담당자, 응급 조치 대원,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와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그러한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가장 신속한 조치이며 신속한 대응과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illiam Magee 의원은 “홍수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는 구제가 필요하며 이는 즉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을 다시 꾸리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주 재난구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고 복구 과정에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으로 가족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nthony J. Brindisi 의원은 “FEMA 자금을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실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홍수 피해를 심하게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주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희망을 주었습니다. Mohawk Valley의 가족들은 주택과 소유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안정적 생활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임무이며 그러한 임무를 

이미 수행 중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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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o Santabarbara 의원은 "최근에 홍수 피해를 입은 Mohawk Valley 가족에게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주지사의 신속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FEMA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주지사와 

함께 우리의 친구와 이웃이 재건의 노력을 시작하고 일상 생활로 되돌라 가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eida 카운티 행정 담당자 Anthony Picente씨는 “오늘 발표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홍수가 지역사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복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주택 소유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뉴욕주가 도울 것임을 약속했고 

오늘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erkimer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Vincent “Jim” Bono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주민들이 오랜 세월 

들어온 소식 중에서 최고의 뉴스를 안겨 주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뉴욕주가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늘 그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주지사가 오늘 여기 오셔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장인 John Thayer씨는 "뉴욕주는 주민을 배려하는 주이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이 발표되자 주지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자금은 일상 생활로 돌아가려는 농장, 사업체, 주민에게 모두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dison 카운티 감독위원회 John Becke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커다란 결심을 

해주였습니다.  FEMA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주지사는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살피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여기 오셔서 주택 소유주, 가족, 사업체, 

농장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이 프로그램을 개시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Niagara 카운티 입법 기관의 William Ross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오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지난 달 발생한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재정 지원금 제공은 더 회복 능력이 있는 

Niagara 카운티에까지 전달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lion 시장인 John Stephens씨는 “이번 홍수 복구 프로그램은 Mohawk Valley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피해를 입은 사업체 소유주, 주택 소유주, 

농장을 도와 갑작스런 홍수로 발생한 피해 비용 을 충당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가 

뉴욕 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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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Falls 시장인 Robert Peters 씨는 “FEMA가 홍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에게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주지사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체, 주민, 농장이 회복하고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역사회가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ockport 시장 Michael Tucker 씨는 “지역사회가 지난 몇 주 동안 겪은 홍수 피해는 수 많은 주민과 

사업체에게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Cuomo 주지사가 모든 과정에 함께 하면서 FEMA 

할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속하게 주 기금을 조성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재건 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Max Smith, Oneida시의 시장 대행은  “최근 홍수로 뉴욕에 발생한 피해는 물리적, 정신적, 재정적 

피해였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프로그램은 사업체 및 주택 소유주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뉴욕 주민의 재정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지역사회를 도와주신 것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erkimer 빌리지의 Mark Ainsworth 시장은 “지난 달 Herkimer 빌리지 주민들에게는 또 다시 과제가 

생겼지만 Cuomo 주지사는 변함 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주지사의 정기 

방문과 브리핑에서부터 오늘 발표 내용까지 Herkimer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사가 지금까지의 태풍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해 주민과 사업체를 

옹호해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rankfort 빌리지의 Frank Morocco 시장은 “최근 몇 주 동안 지역사회는 역사상 가장 심한 악천후에 

시달리면서 집과 기간시설과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복의 길은 험하지만 이번 홍수 복구 

프로그램은 Mohawk Valley에서 피해를 입은 주택, 사업체, 가축들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erman Flatts 감독관 Frank Spatto씨는 “뉴욕주는 최근 몇 주 동안 지역사회의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홍수는 끝났지만 가족과 사업체의 복구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복구 

프로그램으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지역사회로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가능했으며 Mohawk Valley 지역에서 보여준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nden 감독관 Tom Quackenbush씨는 “지난 몇 주 동안의 홍수는 Mohawk Valley에게 재난이었으며 

주민의 일상 생활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이 보살핌을 

받도록 주 예산을 신속하게 할당해 준 주지사의 신속한 노력 덕택에 이 프로그램으로 회복과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Albany 지역사회를 진심으로 옹호해줄 사람이 있어 

든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New Hartford 감독관 Patrick Tyksinski씨는 “도로와 평지의 물은 사라졌지만 재활의 부담을 안고 있는 

New Hartford 주민들에게 고난은 시작일 뿐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함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늘 발표를 통해 주 정부가 주민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주지사가 

홍수 발생 당시와 그 후에 신속한 대응을 해준 것에 박수를 보내며 더 강한 New Hartford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irkland 감독관 Bob Meelan씨는 “Kirkland 타운에게 자연은 매서운 존재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강력한 홍수 대문에 주택, 사업체, 가축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Cuomo 주지사 덕택에 더 강력한 지역사회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및 사업체 

소유주에게 주 자금을 제공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으로 Kirkland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지사와 

우리 지역의 혜택을 위해 노력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홍수 복구 프로그램(Flood Recovery Program)은 뉴욕주 국토보안 및 긴급 서비스국(NYS 

DHSES), NYS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 및 뉴욕주 농업국(NYS DAM)의 공동 노력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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