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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더치스 카운티 연방 개인 재난지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 획득

더치스 카운티의 피해 주민은 태풍 아이다로 인한 주요 재난 선언에 따라 FEMA의 개인
지원을 신청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9월 초 태풍 아이다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피해에 대해 선언했던
주요 재난 선언의 일환으로서 더치스 카운티 주민들이 FEMA의 개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인 지원 승인으로 FEMA는 적격 개인과 주택
소유주에게 재정적 구제와 지원을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달에 저는 역사적인 태풍이 휩쓸고 간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뉴욕 주민들에게 복구 과정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힘써주신 지역, 주 및 연방 피해 평가팀 덕분에 더치스와 8개 카운티의 주민을 위해 개인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뉴욕주의 회복을 위해 지원해주신 관련팀과 FEMA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대성 태풍 아이다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고 더치스 카운티는 도로, 사업체, 수많은 주택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치스 카운티의 주택, 사업체, 지역사회가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중요한 연방 지원을 받으려는 저의
목소리에 FEMA가 귀를 기울여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허드슨
밸리(Hudson Valley) 지역의 가족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치스 카운티의 주민들은 이제
긴급 FEMA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풍 아이다의 역사적 특성과 피해 범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와 뉴욕 의회
대표단 및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주요 재난 선언의 일환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가
홍수 피해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이렇게 중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더
강력하고 민첩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태풍 아이다의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연방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워싱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더치스 카운티에
FEMA 개인 지원을 제공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저는 지역 책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백악관
및 주지자 사무실과 연락하면서 타운, 마을, 카운티가 충분한 연방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의 남은 임기 동안 허드슨 밸리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 아이다가 지역사회를 덮친 후
저는 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치스 카운티의
주민에게 개인 지원과 공공 지원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FEMA 지원을 요청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제 사무실로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더치스 카운티 행정 담당자 Marc Molina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태풍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더치스 카운티의 시민과 사업체 소유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상대응국(Department of Emergency Response)은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과 사업체 소유주들이 FEMA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노력한 결과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개인지원(Individual Assistance)은 개인과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무보험 또는 보장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재난 피해 지출과 개인 소유물의
수리 또는 교체, 이사나 보관을 위한 비용, 의료비, 치과비, 보육비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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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는 FEMA 및 더치스 카운티와 협력하여 재난복구 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를 설립하여 뉴욕 주민들의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및 구제의 신청 절차를 도울 예정입니다.
주요 재난 선언에 따라 개인 지원이 승인된 기타 카운티에는 브롱스, 킹스, 나소, 퀸즈,
리치몬드, 로클랜드, 서퍽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브롱스, 더치스, 킹스, 나소, 뉴욕, 오렌지, 퍼트넘, 퀸즈, 리치몬드, 로클랜드, 서퍽,
설리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도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은 도로, 교량, 학교, 공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수도 및 오수 처리 시설, 기타
공공 시설과 같은 공공 건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연방, 주 및 지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이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리소스와 지원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서 예비 피해 평가(Preliminary
Damage Assessment)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피해 주민들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연방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리소스 허브의 개시를 일전에
발표했으며 ny.gov/Id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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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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