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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풍 Lee 피해자 추가자원 발표 
 
 

업스테이트 폭풍 복구 전담반 (Upstate Storm Recovery Task Force) 답사에 따른 추가 주택, 
사업 및 시설 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그의 내각과 함께, 업스테이트 폭풍 복구 전담반 (Upstate 
Storm Recovery Task Force)이 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풍 Lee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행한 답사에 따라 폭풍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자원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번 여름에, 우리는 뉴욕 전역의 지역을 강타한 두 번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업스테이트 폭풍 복구 전담반 (Upstate Storm 
Recovery Task Force)으로 하여금 가장 시급한 문제를 평가 및 보고하게 하여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곳에 추가자원 제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ain Street 사업 재건을 위한 300만 달러 
 
Cuomo 주지사는 오늘, 폭풍 복구를 위해 9월에 책정된 1500만 달러의 뉴욕주 농업 및 
지역사회 복구 기금 (New York State Agricultural and Community Recovery Fund)으로부터 
심하게 피해본 지역의 Main Street 사업들에게 300만 달러까지 제공 가능하게 할 것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금은 사업들을 돕는 카운티들이 지역 경제의 재생을 돕기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사업들은 무엇보다 상업 및 중심거리 거주자들을 위한 건물 재활, 
영구적 기구나 장비의 수리 및 교체, 재고 관리 및 유동자금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카운티 경제 개발부서와 함께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이 추가기금의 필요성은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폭풍 복구 전담반 (Upstate Storm Recovery 
Task Force), Duffy 부지사, Darryl Towns 위원/CEO,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 
(HCR)과 주지사 사무실 직원들이 피해지역에 계속 방문하며 사업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만나 이러한 경제 중심지의 활기를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을 평가하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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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 (HCR)에 518-474-2057번으로 연락하여 농업 및 지역사회 회복기금 
(Agricultural and Community Recovery Fund)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시 중심가 지원에 대한 
추가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로 수리 및 교체 위한 500만 달러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풍 Lee에 의해 손상된 난방로의 수리 및 
교체를 돕기 위해 500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금은 재해 지원 및 연방정부가 차후에 추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된 34개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들의 거주지 및/또는 영구거주지를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의 카운티들이 해당됩니다: Albany, Bronx, Broome, Chemung, Chenango, Clinton, 
Columbia, Delaware, Dutchess, Essex, Fulton, Greene, Herkimer, Kings, Montgomery, Nassau, 
Oneida, Orange, Otsego, Putnam, Queens, Rensselaer, Richmond,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uffolk, Sullivan, Tioga, Ulster, Warren, Washington, 및 Westchester. 
 
기금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 (HCR)과 주 임시 장애 지원부서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협력을 통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신청 가정마다 6,000달러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난방로, 보일러 또는 온수 
히터의 수리 및 교체, 그리고 배관 작업, 연료 탱크, 환기구 시스템, 또는 난방 시스템의 
안전작동을 위해 필요한 그 외 부속품들의 수리 및 교체를 포함합니다. 지원은 개인주택과 
듀플렉스 (두 세대용 주택)에 제한됩니다.  
 
피해 카운티의 난방로 수리 및 교체는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 (HCR)이 감독하는 내후화 
지원 프로그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및 지역사회 재생 (HCR)은 경험있는 지역 제공자들에게 일을 맡길 
것입니다. 지원은 주택소유자 보험이 손상을 커버하지 않는 이들이나, 연방 비상관리 
기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지원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거나 또는 
적절치 않은 지원금액을 받은 이들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가정들은 5,000달러 이상의 유동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지침에 맞는 특정 소득 
자격이 되야 합니다. 이 지침은 http://nysdhcr.gov/Programs/WeatherizationAssistance/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주택소유자는 자신의 거주지역을 담당하는 내후화 지원 (Weatherization 
Assistance)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제공자 목록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http://nysdhcr.gov/Apps/profiles/profile_WAPcnty.asp 
 
난방로 수리 및 교체에 대한 정보는 1-866-ASK-DHCR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 수리 위한 HELP 무이자 융자 
 
주지사는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풍 Lee 의 영향으로 상수도 시스템이 훼손된 
지방당국을 위한 지원기금이 아직 남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금은 환경 시설 협의회 
(Environmental Facility Corporation: EFC)의 허리케인 비상 융자 프로그램 (Hurri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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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Loan Program: HELP)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까지, 14개의 지방당국이 
12,922,000달러의 5년 무이자 융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금은 2500만 달러가 있습니다. 

 
펌프장, 전기장비, 처리시설 등의 중요시설, 또한 운반트럭 진공청소, 바이패스 펌핑 및 
소독 등의 임시 비상 서비스, 그리고 관련된 공학기술 및 그 외의 전문적인 서비스 등은 
환경 시설 협의회 (EFC) 재정 지원을 받기에 적격한 예입니다.  

 
허리케인 비상 융자 프로그램 (HELP) 융자는 연방 비상관리 기관(FEMA) 기금으로 
갚거나, 또는 환경 시설 협의회 (EFC)에 의해 장기융자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상 융자 프로그램 (HELP) 융자 정보는 환경 시설 협의회 (EFC) 전화  
1-800- 882-9721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다리 수리 완료 
 
Cuomo 주지사는 또한 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풍 Lee에 의해 훼손된 도로 및 다리의 
97%가 이제 수리되어 개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풍들에 의해,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400개 이상의 도로와 다리 구간이 닫혔습니다. 
허리케인 Irene 이후 10일 내에, 뉴욕주는 폭풍 때문에 닫힌 거의 200여개 중 170개 구간을 
다시 개통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Lee 이후 10일 내에, 뉴욕주는 200개 구간을 더 개통했고, 
최대규모의 훼손을 입은 시설의 복구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현재, 세 곳의 
고속도로와 세 곳의 다리가 닫혀있는 상태이며, 그 고속도로 구간들 중 세 곳은 이번 
주말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직 닫혀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Greene 카운티:  
o Route 42, Westkill (2012년 2월 개통예정)의 다리들을 포함하여 Ulster County 

Line과 Route NY 23A 사이구간,  
o Route NY 23, County Route 63과 Route NY 23A 사이구간 (2011년 12월 
개통예정) 

 
 Schenectady 카운티: 

o Route NY 103, Mohawk River 위 다리 (2012년 1월 개통예정) 
 
 
연방 비상관리 기관 (FEMA) 임시 주택 단위의 신속한 배치 요청 
 
주지사는 229명의 폭풍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주택 도시 개발(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 따른 연방 비상관리 기관 (FEMA)의 임시주택 단위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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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Units: THU)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연방 비상관리 
기관 (FEMA)은 현재 피해지역에 이미 배치된 55개의 단위에 130여개의 주택 단위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뉴욕 가족들이 다른 임시 주택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방 비상관리 기관 (FEMA)는 200개의 AMP 공익 서비스가 이 임시주택 단위 (THU)에 
제공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주 비상사태 관리부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는 주 공공 서비스 (Public Service) 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익 회사들로 하여금 필요한 
곳에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방 비상관리 기관 (FEMA)의 필요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비상사태 관리부 (OEM), 주 환경보존부 (DEC), 및 주 법부 (Department of State Codes 
Division)는 임시주택 단위 (THU)의 범람원 배치 등과 같은 법과 연관된 문제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연방 비상관리 기관 (FEMA)와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주 비상사태 관리부 (OEM)와 주 교통부 (DOT)는 주 도로에서 임시주택단위 (THU)를 
운반하는 회사들을 촉진하고, 허가증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지 않고도 회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주 교통부 (DOT)는 또한 임시허가증 비용도 
면제했습니다. 주 비상사태 관리부 (OEM)는 임시주택단위 (THU)가 지역 도로를 지나갈 
것을 알렸으며, 지역 경찰에게 연락을 해 둘것을 카운티 비상관리자들 (County Emergency 
Managers)에게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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