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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잔재로 영향을 받은 여러 카운티의 사전 합동
피해 평가에 따른 연방 재난 지원에 대한 추가 승인 발표

서퍽(Suffolk)과 설리번(Sullivan) 카운티, 이제 지방 정부가 이달 초 홍수 피해를 입은 공공
인프라 및 시설을 재건하도록 지원하는 주요 재해 선언에 따라 연방 자금 지원 자격 획득
두 카운티, 연방 정부로부터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획득, 서퍽(Suffolk) 카운티,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 획득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이달 초 허리케인 이다 잔해로 인한 처참한 홍수의 결과로
서퍽(Suffolk)과 설리번(Sullivan) 카운티가 기존에 선언된 주요 재난 선언 지역에
추가되도록 승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합동 피해 평가에 기반하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카운티는 이제 자치단체가 공공 소유 인프라 및 시설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공원조에 대한 연방 재정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서퍽(Suffolk) 카운티 또한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언문에 따라 이미 공공지원이 승인된 추가 카운티는 브롱크스(Bronx), 킹스(Kings),
나소(Nassau), 뉴욕, 퀸즈(Queens), 리치몬드(Richmond),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등입니다. 브롱크스(Bronx), 킹스(Kings), 나소(Nassau), 퀸즈(Queens),
리치몬드(Richmond),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등도 개인과 집주인이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개별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다(Ida)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재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파트너들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 서퍽(Suffolk)과
설리번(Sullivan) 카운티도 연방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기금관리청(FEMA)의 지속적인 지원과 이러한 중요한 자원들을 도움이 필요한 뉴욕
시민들에게 제공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퍽(Suffolk) 카운티 행정부 임원인 Steve Bellon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주요 재난 선언 요청이 신속히 승인되어 허리케인 아이다(Ida)
여파로 필수적인 수리가 필요한 수천 명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구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극한 기상 현상에서 계속해서 복구하는 동안
뉴욕주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리번(Sullivan) 카운티 관리자인 Joshua Potosek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부응해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허리케인은 역사적인 허리케인 중 하나이며, 우리 카운티와 뉴욕주
지역사회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데 모으려는 자비로운 리더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국토안보비상대책본부(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는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방, 주, 지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다(Ida)의 영향을 받은 추가 카운티에서는 예비 피해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정부는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카운티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지사가 요청하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주요 재난 선언문'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난 구호를 제공하고 공공지원(Public Organization)과 개인지원(Individual
Assistance)의 조합을 통해 지역사회가 복구되도록 합니다. 공공지원(Public
Organization)은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은 물론 도로, 교량, 학교, 공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상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등 공공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개인지원(Individual Assistance)은 개인과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또한 개인 재산의 수리 또는 교체 또는 이사 및 보관, 의료, 치과, 양육 비용에
대한 기금 등 보험 보장이 되지 않거나 보장이 미흡한 재난으로 인한 비용과 심각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인은 손실을 문서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지원(Individual Assistance) 자격을 갖춘 카운티에서,
유자격 집주인은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직접 협력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는 임시 주택, 주택 및 진입로 수리, 위기 상담, 실업 지원 및 법률 서비스를 위한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Hochul 주지사는 피해를 입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자원 허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ny.gov/Id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허브는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과 쉼터, 먹거리 접근 등의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욕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이 제공됨에 따라 사이트의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뉴욕시와 제휴하여 복구 서비스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모든 가용 자원과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이전에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받은 위험 완화 기금
3 억 7,800 만 달러를 극한 날씨에 대비한 뉴욕주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영향을 받은 카운티의 지역 공무원들에게 카운티 비상 관리자(County
Emergency Managers)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뉴욕 대응(NY
Responds)에 직접 제출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는 지역 정부와 주정부 기관이 모두
주요한 비상 관련 정보와 자원 요청을 제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주의 웹기반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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