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정부가 아이다, 프레드, 이사이아스 등 최근 재해에 대한 FEMA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최대 8,700만 달러를 지원하여 뉴욕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발표  

  

뉴욕주, 뉴욕 중부와 핑거레이크,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뉴욕시 및 서던 티어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완화  

  

 Hochul 주지사, 아이다와 프레드에 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에 6월 1일까지 위험 완화 

기금을 신청하도록 상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지난 2년간 뉴욕에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혔던 

열대폭풍 이사이아스, 열대폭풍 프레드,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을 받은 지방정부에 

대한 FEMA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연방 지원금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지방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고 복구 작업을 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부과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사이아스, 프레드, 

아이다와 같은 폭풍우가 우리 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뉴욕이 FEMA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연방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는 중요한 자금 지원을 계획 중인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소유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후 

변화와 폭우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 시민들과 

그들의 지역사회가 극단적인 날씨 사건 이후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 주요 재난 선포(Presidential Major Disaster Declaration)에 따라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는 공공 지원 및/또는 개별 지원의 형태로 구호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지원은 손상된 인프라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반면, 개별 

지원은 주택 및 기업 소유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완료되면,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후원자에게 최대 75%의 비용을 보상하고, 

수령자는 나머지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자금을 제공하는 연방 위험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에도 적용됩니다.  

  



3월, 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주와 

지역들에게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선언된 주요 재해로 인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배상 비율을 90%로 늘리는 H.R. 

2471 법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기간 동안 세 차례 연방 선언 재해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  2020년 8월 발생한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  

·  2021년 8월 발생한 열대성 폭풍 프레드 잔해  

·  2021년 9월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잔해  

  

Hochul 주지사는 이러한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해, 뉴욕주가 FEMA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연방 정부 몫의 자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지방 

정부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재해 발생 후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회복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해 구제를 위해 비연방 지분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주지사의 결정은 이러한 끔찍한 폭풍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우리 팀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구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driano Espaillat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 악화된 최근 발생한 

자연 재해는 우리 뉴욕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재난에 따른 지역사회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금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지역사회가 지역 수준에서 시작하여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 우선 순위를 두고 더 

강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러한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이 열대성 폭풍 프레드와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위험 완화 보조금 기금에 

접근하기 위한 신청을 현재 접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지역사회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DHSES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청 시 신청자에게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자금 지원 신청 및 HMGP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hses.ny.gov/hazard-

mitigation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hazard-mitigatio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a6643fb9d574cda2a1108da40114a1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74024494196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apNXaYxm5lNg6%2FZhtqsQ8ytWNnLNG%2ByhmzYpC%2BMRk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hazard-mitigatio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ea6643fb9d574cda2a1108da40114a1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74024494196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apNXaYxm5lNg6%2FZhtqsQ8ytWNnLNG%2ByhmzYpC%2BMRkE%3D&reserved=0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재난 및 기타 비상사태를 예방, 보호, 대비, 

대응, 복구 및 완화할 수 있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고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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