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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홍수 피해 지역의 추가 복구를 위해 5천 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또한 Broome 카운티에서 농장을 위한 추가 재난 보조금으로 130만 달러, Main Street 사업체를 
위해 100만 달러, Southern Tier의 홍수 복구 작업을 위한 인력 채용으로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roome County 카운티의 Johnson City 시를 방문하여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추가 복구를 위해 5000 만 달러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피해 지역의 사업체, 농장 및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Main Street 기금의 2차 보조금의 
일부로서 Broome 및 Tioga 카운티의 사업체를 위한 100만 달러, 21개 카운티의 143개 농장에서 손실된 
가축 사료와 손상된 농작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농업 및 지역사회 복구 자금으로서 130만 달러, 지역 
재건 단체(Neighborhood Rebuilding Corp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Southern Tier 에서 실직된 뉴욕 
주민을 고용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하여 일련의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새로운 법안은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의 피해로부터 복구하려고 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홍수 피해로부터 복구하고 있는 Southern Tier와 
다른 지역의 지역사회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입법 기관 구성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홍수 복구 보조금 프로그램  
 
이번 주에 주 입법기관은 Cuomo 주지사의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의 피해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5000만 달러의 홍수 복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는 폭풍 피해로부터 복구중인 다음의 지역사회 지원을 포함합니다:  
 

 다른 연방, 주 또는 지역 복구 프로그램 또는 제 3 의 지원자가 보상해주지 않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홍수-관련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은 소기업, 농장, 집합주택 및 비영리 단체 지원을 위한 
2100달러. 보조금은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되며 관련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홍수 피해 평가를 
기준으로 긴박한 필요성을 입증한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카운티 홍수 이주 또는 홍수 조절 프로젝트를 위한 9백만달러. 각 카운티에 대한 보조금은 30만 
달러에서 50 만 달러까지의 범위이지만, 카운티들은 공동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한 
카운티는 반드시 연방 재해 선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방 재해 선포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2000만 달러는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며, 
 지방정부는 폭풍의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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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도 자연 재해의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위한 일자리 유지에 대한 크레딧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해당 기간동안 고용인들의 일자리를 유지했거나 확장했으며, 최소 1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크레딧은 유지된 일자리 급여의 6.85%에 상응하며 
금융서비스,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뉴미디어, 과학적 개발, 농업 및 기타 부문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Tom Libous 상원의원은 "홍수 피해 복구에 대해 다시 초당파적인 합의를 얻으며 2011년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Cuomo 
주지사의 지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Donna Lupardo 여성의원은 "Southern Tier 지역을 홍수가 강타했을 때 저는 지역사회가 복구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를 갖추게 하기 위한 법안을 몇 가지 소개했었습니다. 입법기관의 동료들이 지난 주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자금은 사업체, 가족, 도시 및 마을이 스스로 회복하여 일상 
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함께 협력한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으며 Cuomo 주지사님과 그의 팀이 재난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기 위에 오늘 여기까지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Main Street Fund 
 
11 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농업 및 지역사회 복구 자금을 통해 피해 지역의 Main Street 
사업체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 3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8일에 Greene, Schoharie, Delaware 카운티에 대해 그 첫 번째 보상 조치가 발표되어 총 150만 
달러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주지사는 이 보조금의 2차 지급을 발표했는데 100만 달러 규모였으며 
Broome 및 Tioga 카운티에게 각각 50만 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Binghamton, Endwell, Vestal, 
Conklin 및 Owego 를 포함한 시당국의 사업체 및 건물 소유주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금은 현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체 및 건물 소유주를 위해 카운티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해당되는 비용에는 상업용 및 거주용 건물의 복구, 영구적인 고정물과 장비의 수리 및 
교체, 재고 및 운전 자본 등이 포함됩니다. 
 
NY Works: 지역 재건 단체(Neighborhood Rebuilding Corps)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 재건 단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Southern Tier의 최근 홍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노동청에게 피해 지역의 현장과 
직접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 및 수리를 지원하는 일을 일임했습니다.  
 
지난 9 월 Cuomo 주지사는 NY Works: 지역 재건 단체(Neighborhood Rebuilding Corps)를 결성하여 
3 개월 동안 수 백 명의 뉴욕주 실업자를 고용하여 재건 및 재건축 노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천 여 명의 뉴욕 주민을 모집하여 노동절 주말에 폭풍의 피해자들이 청소하도록 도와준 
주지사의 성공적인 "이웃을 위한 인정의 손길(Labor for Your Neighbor)" 운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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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건 단체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160만 달러의 긴급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재난 복구 
작업을 통해 개인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임시 직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 노동자들은 
지정된 재난 지역의 손상 및 파괴된 공공 건물, 시설 및 소유물의 철거, 청소, 수리,  

 
 
리모델링, 재건 등을 수행하도록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실내 및 실외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재건을 도울 뿐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되찾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15 의 평균 
시간당 임금으로 약 20 주 동안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은 노동청에 (888) 469-7365 로 연락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피해를 입은 현장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지 정부는 노동청에 (212) 775-3371 로 연락하여 이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장을 위한 지원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업 및 지역사회 복구 자금(ACRF)의 농장 운영 매치(Farm Operation Match) 
프로그램에서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성 폭풍 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장에게 13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21 개 카운티의 143 개 농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폭풍으로 인해 손실된 가축 사료 및 농작물 피해액을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농장 운영 매치(Farm Operations Match) 프로그램은 가축 사료 교체 비용으로 최고 5만 달러까지 50%의 
매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고 1 만 달러까지 50%의 매치 지원금을 제공하여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대체하고 소매 판매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과일, 야채, 화단용 식물, 묘목, 원예 등의 구매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11월 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두 번째 
지원금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Darrel J. Aubertine 뉴욕 농업국의 사무장은 "많은 농장에서 올겨울 가축에게 먹일 농작물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할 농작물을 잃은 농장도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손실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농장 자본 프로그램(On Farm Capital Program)인 ACRF 에서 제 4 차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본 손실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비용에는 특정의 경미한 구조적 수리, 영구적 구조물 및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농업국과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이 공동 관리합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장은 
뉴욕 농업국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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