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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중소기업청이 7 월의 기상 사태에 대해 물리적 재해 선언을 승인한 후 

렌셀러, 오스테고 및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세 곳의 지원 센터 개소 발표  

  

18 개 카운티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 주민, 사업체 소유주 및 비영리 단체는 복구 지원을 

위한 저금리 재난 대출 신청 가능  

  

세 곳의 SBA 재난 대출 지원 센터가 뉴욕 주민 대상으로 9 월 24 일 금요일까지 운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9 월 1 일에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것에 이어 렌셀러, 

오스테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물리적 재해 선언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재해 

선언은 7 월 말에 세 지역에서 심각한 기상 악화 사태로, 주로 렌셀러, 오스테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주택과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던 기상 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세 개 카운티와 인접한 카운티에서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은 재건과 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SBA 가 운영하는 새로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일대일 직접 지원을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청 덕분에, 7 월 말에 뉴욕주 몇몇 

지역에서 겪었던 심한 폭풍우와 돌발적 홍수로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이 재난 구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uzman 청장께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번 기상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재난 대출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복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출 지원 센터가 다음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이리, 제네시 및 올리언스 카운티:  

  
Niagara County Emergency Management Center  
5574 Niagara Street Ext., Lockport, NY 14094  
  

나이아가라, 이리, 제네시 및 올리언스 카운티 주민을 위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렌셀러, 알바니, 컬럼비아, 그린, 사라토가 및 워싱턴 카운티:  

  
Town of Sand Lake Building  
8428 NY Route 66, Averill Park, NY 12018  

https://disasterloanassistance.sba.gov/ela/s/disaster-details?recordId=a0et0000008tSN1AAM


렌셀러, 알바니, 컬럼비아, 그린, 사라토가 및 워싱턴 카운티의 주민들을 위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스테고, 쇼하리, 델라웨어, 셔냉고, 메디슨, 오네이다, 허키머 및 몽고메리 카운티:  

  
Morris Fire Department  
117 East Main Street, Morris, NY 13808  
  

 오스테고, 쇼하리, 델라웨어, 셔냉고, 메디슨, 오네이다, 허키머 및 몽고메리 카운티의 

주민들을 위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곳의 지원 센터의 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오후 6 시이며, 토요일은 오전 

10 시-오후 2 시입니다. 9 월 24 일 금요일, 오후 4 시에 센터가 영구적으로 폐쇄됩니다.  

 

재난 대출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욕 주민은 sba.gov/disaster 를 방문하거나 

SBA 의 고객 서비스 센터, 1-800-659-2955(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1-800-877-8339)로 

전화해주십시오.  

  

물리적 재산 피해에 대한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2021 년 11 월 8 일이고 경제적 피해 

신청서 마감일은 2022 년 6 월 9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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