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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수퍼수퍼수퍼수퍼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로부터로부터로부터로부터 피해를피해를피해를피해를 입은입은입은입은 STATEN ISLAND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주들을소유주들을소유주들을소유주들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주정부가주정부가주정부가주정부가 인수인수인수인수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확대할확대할확대할확대할 것을것을것을것을 발표발표발표발표  

 

Ocean Breeze의의의의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주들의소유주들의소유주들의소유주들의 인수인수인수인수 자격은자격은자격은자격은 현재현재현재현재 뉴욕뉴욕뉴욕뉴욕 주택주택주택주택 재건재건재건재건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NY Rising Housing 

Recovery Programs)을을을을 기준으로기준으로기준으로기준으로 함함함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taten Island에 위치한 Ocean Breeze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의 

인수 자격은 현재 뉴욕 주택 재건 프로그램(NY Rising Housing Recovery Programs)을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인수 프로그램에 따라 매입된 자산들은 열린 공간으로 유지되거나 해안 

완충 지대, 공원 또는 극한 기상의 영향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타 비주거 

용도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발표와 함께 Ocean Breeze에 있는 129개의 자산들은 현재 인수 

대상에 해당됩니다(자격 대상 자산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도는 여기 참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관심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늘 이벤트에서 주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Staten Island에 있는 주택 소유주들과 기업들은 수퍼 태풍 SANDY의 여파로 인해 

뉴욕주에서 전례 없는 처참한 파괴와 혼란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극한 기상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태풍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에 지역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새롭고 

똑똑한 접근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인수 프로그램을 Ocean Breeze의 주택 

소유주들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향후 태풍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극한 기상으로 인한 타격 등의 두려움 없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풍 재해 복구(Office of Storm Recovery) 담당 이사인 Seth Diamond는 “강화된 인수 지역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반복되는 홍수에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정부가 가까운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인수 영역은 극한 기상 현상에 의한 피해 이력, 범람 지역 내 인접 자산들에 대한 주택 

소유주들의 공통된 우려, 그리고 지방 공무원 간의 합의를 토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자산은 태풍이 

발생하기 전 공정 시장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5개 자치구 내에서 재배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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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가 후원하는 주정부의 CDBG-DR(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Disaster 

Recovery)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됩니다. 

 

뉴욕 주택 재건 프로그램(NY Rising Housing Recovery Programs) 프로그램은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현재 Long Island의 Suffolk 카운티에서 613개의 자산과 Staten Island의 Oakwood Beach에서 420개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Oakwood Beach의 인수 프로그램은 현재 312명의 주택 소유주들을 

포함합니다.  

 

상원 의원 Andrew Lanza는 “뉴욕주의 인수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은 Ocean Breeze 주민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뀐 기타 

거주자들에게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피해 지역을 확대한 것은 더 똑똑하고 강력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꾸준히 재건하기 위한 논리적인 단계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Staten Island를 

대표해 앞장서 주신 것을 비롯해 SANDY 태풍 구호 기금이 태풍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해주고 Staten Island가 재건할 수 있게 도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원 의원 Michael Cusick는 “가정 인수 프로그램은 더 똑똑하고 장기적인 태풍 피해 복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Ocean Breeze에서 이들 

가정을 재건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극한 기상 이변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 마을은 또 다른 폭풍에 

의해 다시 타격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러한 가정에 대한 총체적 가치를 충당하기 위해 제공함으로써 주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향후 

태풍 SANDY 발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 Staten Island에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주지사께 

이 자리를 대신하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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