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갖추는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지원금 700만 

달러에 대해 발표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최근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의 재건 활동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갖추는 프로젝트에 7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을 재건하는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뉴욕주의 복원력을 높이고 어려움을 줄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천후가 새로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현명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금은 기상이 최악일 때 조차도 

우리가 더욱 대비를 하여 복원력을 갖춘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 공공 

건물 등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017년 3월에 발생한 극심한 겨울 폭풍과 눈보라의 피해를 입은 카운티들, (2)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의 높은 수위로 인한 홍수가 발생한 카운티들, 또는 주지사가 

2017년 8월 31일에 연방 정부의 주요 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한, (3) 2017년 6월 말과 

7월에 지역적으로 심한 홍수가 발생한 15 곳의 카운티들을 위해 선포한 제안 사항에 

우선적으로 기금이 사용될 것입니다. 

 

대상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버니, 브룸, 카유가, 셔냉고, 클린턴, 컬럼비아, 

코틀랜드, 델라웨어, 더치스, 에섹스, 프랭클린, 풀턴, 그린, 해밀턴, 허키머, 제퍼슨, 

매디슨, 먼로, 몽고메리, 나이아가라, 오네이다, 오논다가, 올리언스, 오스위고, 옷세고, 



 

 

렌셀러, 세인트 로렌스,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서퍽, 설리번, 티오가, 톰킨스, 

얼스터, 워런, 워싱턴, 웨인, 와이오밍 카운티.  

 

기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적인 홍수 완화 해결책(예를 들어,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옮기는 일)을 실현하고 또는 홍수로 인한 부동산 손실 위험을 상당히 

줄이거나, 부동산 인수 및 지반을 높이는 프로젝트 등과 같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 진정한 해결책과 동떨어지거나 미봉책의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 대신, 

지역사회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차원에서 홍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 (1) 중요하지 않은 시설에 앞서 중요한 시설에서의 홍수 발생 가능성 완화 

지원, (2) 심각하고/반복적인 손실 및 다른 장소에 앞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부동산 지원, (3)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에 앞서 전미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으로 보험에 가입한 

부동산 지원, (4) 두 번째로 소유한 주택에 앞서 주로 거주하는 주택 지원, 

(5) 다른 지역에 앞서 100년간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의 부동산 지원, (6) 

보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전미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에 가입한 

부동산의 홍수 피해를 완화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합니다.  

•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주지사의 폭풍피해복구실(Governor'sOffice 

of Storm Recovery), 뉴욕주 공공녹지 보존 계획(NYS Open Space 

Conservation Plan), 기타 지역 정부와 지역 계획 및 목표 등을 지원하는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복원력 목표를 달성하거나 

강화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Roger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 발생 후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은 지역사회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연방 정부 및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난 선포 후에,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자연 재해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개량한 부동산이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가 지역 위험 완화 계획 및 

장기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기금을 제공합니다.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을 통해, 뉴욕주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다른 목표들을 실현시키는 



 

 

혁신적인 완화 조치를 재정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방 공무원 및 비영리 

단체들에게 의향서(Letter of Intent) 형식으로 이러한 제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향서(Letter of Intent)는 www.dhses.ny.gov/recover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기금은 이 보조금의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비용의 75 

퍼센트를 상환합니다. 현물 서비스 또는 자재 등의 경우, 25 퍼센트의 비 연방 매칭 기금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방 기금은 비 연방 매칭 기금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매칭 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18년 6월 1일 오후 12시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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