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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현재 FEMA의 위험 완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11억 6천만 달러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발표  

   
지역사회 기금 경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NYS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YS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관리하는  탄력적 인프라 및 지역사회 및 홍수 완화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Hochul 주지사, 허리케인 아이다의 잔재로부터의 황폐화 이후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기관에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자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촉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관, 도시, 타운 및 인디언 부족 정부가 이제 

심각한 홍수, 산불 및 허리케인과 같은 미래의 국가 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완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억 6천만 달러의 탄력적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와 홍수 완화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이며,  연방재난관리청의 온라인 

시스템인 FEMA GO를 사용하여 기금을 신청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처리 과정에서 질문이 있는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방 정부가 자연 재해에 대한 완화 및 

대비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이 중요한 연방 기금을 신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프레드, 헨리, 아이다에서 목격한 것처럼 뉴욕주는 특히 

혜택 받지 못한 지역사회에서 홍수와 파괴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낯설지 

않습니다. 지역 정부 파트너들은 기후 변화가 우리 주에 미치는 영향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이 중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BRIC 와 FMA 는  정의 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의 이행을 통해 

형평성을 증진하는 안내 원칙과 일치하도록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전 재해 프로그램은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외된 계층 및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에서 복원력을 

개선하고, 재해 피해를 줄이며, 향후 발생하는 재해 비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ema_nofo-fiscal-year-2021-building-resilient-infrastructure.pdf
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ema_nofo-fiscal-year-2021-flood-mitigation-assistance-grants.pdf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1/07/20/the-path-to-achieving-justice40/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미래의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개선하기 위해  FEMA 위험 완화 기금을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기금을 통해  취약성을 줄이고, 

삶을 보호하며 변화하는 기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완화 보조금은 최근의 심각한 폭풍으로 인한 즉각적인 

요구나 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미래 위험 사건의 인구와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재해 시 연방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사전 자연 재해 완화 프로그램 구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보즈금 프로그램은 최대 프로젝트 비용과 상응하는 연방 분할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방 분할금이 적용된 이후에 나머지 프로젝트 비용이 지원자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다 생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는  www.ny.gov/ida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dhses.ny.gov/recovery/를 방문하거나 DHSES 

Mitigation( HazardMitigation@dhses.ny.gov)으로 연락하십시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은 테러와 인재 및 자연재해,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상황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며, 이에 대비하고, 이에 대응하며, 

이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 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  인스타그램(Instagram),  

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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