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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는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3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에 대한 신청을 뉴욕주가 수락하고 있다고 발표   

   

FEMA의 탄력적인 인프라 및 지역사회 구축과 홍수 완화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주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방 기금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 관심 있는 지방 정부 및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새로 제공되는 위험 완화 기금 신청   

   

뉴욕 시민들이 9월 국가 준비의 달 동안 개인적인 대비책을 평가하도록 장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주 기관, 카운티, 시, 타운 및 빌리지 및 

부족 정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홍수, 산불 및 허리케인의 위협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고안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FEMA는 주정부에게 탄력적인 

인프라 및 지역사회 구축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2억 9,500만 달러, 홍수 완화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월이 국가 대비의 

달인 만큼,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 시민들이 재난 발생 전, 발생 중 및 발생 후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대비책을 평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기후 변화와 극단적인 날씨의 

파괴적인 영향을 너무 자주 목격했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인프라가 다음 100년 동안의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주 

전체의 복원력 조치에 계속 투자할 것이며, 모든 지방 정부 파트너들이 이 중요한 자금 

지원에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탄력적인 인프라 및 지역사회 구축(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ys, 

BRIC) 및 홍수 완화 지원(Flood Mitiation Assistance, FMA) 자금 프로그램은 국가 

경쟁력 있는 완화 보조금으로, 기후 복원력 및 환경 보호 개선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자연 위험 감소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합니다.   

   



탄력적인 인프라 및 지역사회 구축(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ys, 

BRIC) 기금은 다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역량 및 역량 강화(Capability and capacity building C&CB) 활동  

 완화 프로젝트  

 관리 비용  

  

홍수 완화 지원(Flood Mitiation Assistance, FMA) 기금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대한 반복적인 홍수 피해의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범위 지정  

 기술 지원  

 지역사회 홍수 완화 프로젝트.  

 개별 구조물/부동산 수준 홍수 완화 프로젝트  

 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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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날씨는 더 이상 내일의 날씨가 아닙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곳 뉴욕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복원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보호하며 뉴욕 시민들이 극한 날씨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자격이 있는 하위 신청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절차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DHSES는 하위 지원자를 위해 BRIC 및 FMA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정보 웹 세미나를 예약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10월 18일 화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등록하려면 dhses.ny.gov/recovery을 방문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는 DHSES의 위험 

완화 사무소(HazardMitigation@dhses.ny.gov)에 문의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지원자들은 또한 FEMA 웨비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DHSES은 2022년 11월 9일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ema.gov%2Fflood-insuranc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2d0eb960002494a0cd108da9812301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8950116532653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w1VAXbcakuzrz%2FdWWMR7RUYDnILV4%2F5MKxOaTQCfh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ema.gov%2Fflood-insuranc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2d0eb960002494a0cd108da9812301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8950116532653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w1VAXbcakuzrz%2FdWWMR7RUYDnILV4%2F5MKxOaTQCfhA%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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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와 Bray 커미셔너는 또한 최근 뉴욕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뉴욕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뉴욕주 시민 대책반(New York State Citizen Preparedness Corps) 교육 

과정을 다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현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에 등록하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NY.Prepare@dhses.ny.gov.  

   

대비 요령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긴급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인 NY-Alert에 등록하여 해당 지역에서 긴급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급히 떠나야 하는 경우, 당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배우세요.   

 '가족 대피'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가족과 떨어지는 경우 만남의 장소를 

정합니다.   

 가구, 의류 및 기타 개인 소유물 등 귀중품에 대한 항목별 목록을 만드십시오. 

안전한 장소에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통조림 식품, 의약품, 응급 처치 용품, 식수 등 비상용품을 비축하십시오. 마실 

물을 깨끗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비상시에 애완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세요.   

 차량의 연료를 채우거나 충전해둡니다. 정전이 되면 주유소에서 며칠 동안 

연료를 판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 트렁크에 작은 재난용품 키트를 

넣어두십시오.   

   

 다음 품목을 포함한 비상 키트를 준비합니다.   

 손전등 및 여분의 배터리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여분의 배터리   

 구급상자 및 설명서   

 비상식량 및 물   

 전기가 필요 없는 캔 오프너   

 7-10일 동안 사용 가능한 필수 의약품 확보   

 수표책, 현금, 신용 카드 등   

   

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홍수 증가에서 산불, 극한 

기후에 이르기까지 기후 변화 영향의 최전선에 있으며, 우리는 가족들이 다음 폭풍이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더 탄력적인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30억 달러의 연방 투자를 우리 지역사회가 더 강하게 

재건하고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초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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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일자리법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가 생명을 구하고 가정과 기업을 보호할 오랫동안 지연된 

프로젝트를 위해 삽을 땅에 줍는 데 필요한 생명줄입니다."  

   

Grace Meng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허리케인 아이다의 잔해가 퀸스에 

있는 제 의회 구역을 황폐화시켰고, 바로 며칠 전에 많은 유권자들이 폭우로 인해 다시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면서 더 많은 홍수의 위협이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지역사회가 미래의 폭풍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구의 구식 하수구와 유역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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