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렌셀러, 옷세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중소기업청에 물리적 재난 

선언을 촉구  

  

주지사, 연방정부에 악천후로 인한 재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재난 선언이 내려지면 피해를 입은 개인, 가족, 사업체, 비영리 단체는 복구 비용에 대해 

저이자 대출 신청이 가능  

  

Kathy Hochul은 오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게 렌셀러, 

옷세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대한 물리적 재난 선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주택과 사업체에 피해를 끼친 태풍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렌셀러, 옷세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비상 관리 책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피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난 선언이 내려지면 피해를 입은 

개인, 가족, 사업체, 비영리 단체들은 복구 비용을 중소기업청에게 저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재해로 뉴욕 주민들이 생활에 타격을 

입어 저희는 복구를 돕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 생활과 

일터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 선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대출은 보통 긴급 상황 또는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한 후 조건에 맞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기업 등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대출 승인이 되면 18개 카운티의 다음 그룹은 SBA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주: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비용.  

•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개인 부동산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공사 비용  

• 업체 소유주: 부동산, 재고, 기계, 장비 및 기타 모든 물리적 손실에 대한 교체 

비용  

•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 재난 후 정상 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 필요한 운전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승인이 되면 중소기업청은 해당 카운티와 협력하여 악천후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사업체 소유주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자연 재해가 발생한 후 저희 팀은 카운티 정부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각 카운티의 피해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들 

카운티의 복구를 돕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렌셀러 카운티에 대한 요청 사항  

  

렌셀러 카운티에서 7월 14일 피해가 발생한 후 18채의 주택과 9개 사업체가 손상되어 

총 규모는 1,895,000 달러에 달했습니다. 281채의 주택과 14개 사업체에도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여 전체 규모는 2,300,000 달러가 됩니다. 렌셀러 카운티에 재난 선언이 

되면 올버니, 콜럼비아, 그린, 사라토가, 워싱턴 카운티와 같은 주변 카운티도 

포함됩니다.  

  

옷세고 카운티에 대한 요청 사항  

  

옷세고 카운티에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피해가 발생한 후 19채의 주택과 9개의 

사업체가 피해를 입어 총 규모는 845,000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32채의 주택과 1개의 

사업체에 255,000 달러 규모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옷세고 카운티에 재난 

선언이 되면 쇼하리, 델라웨어, 셔냉고, 매디슨, 오네이다, 허키머, 몽고메리 카운티와 

같은 주변 카운티도 포함됩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대한 요청 사항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7월 20일 피해가 발생한 후 29채의 주택이 파손되어 총 규모는 

542,000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1,122채의 주택과 35개의 사업체에 11,715,000 달러 

규모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재난 선언이 되면 이리, 

제니시, 올리언스 카운티와 같은 주변 카운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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